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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제26차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언어문화교육
을 위해 연구에 전념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실제 현장에서 한국어교육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
고 미래 한국어교육을 이끌어 갈 대학원생들을 모시고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가 주최하고 이화여자대학교 교
과교육연구소가 주관하여 제26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이화여자대학교 김혜숙 총장님과 저희 학
회 편집위원장님이신 서혁 교수님, 김정호 이사님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서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학회의 학술대회를 빛내 주시기 위해 오셔서 축사까
지 해 주시는 세종학당 강현화 이사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제 특강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연세대학
교 원미진 교수님과 성균관대학교 홍은실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학회를 위해 열과 성
의를 다해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장향실부회장님과 연구에 정다운, 조수진 이사님, 출판과
섭외에 성지연, 강란숙, 기준성 이사님을 비롯하여 학술대회 준비의 주무인 이미향 총무이사님과 황사윤 총무간사
등 모든 임원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한국언어문화교육의 세계화에 발맞춰 매년 국제학술대회와 국내학술대회로 나누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국립국어원과 공동 주최로 국제통용 한국어표준교육과정이라는 주제로 태
국 탐마삿대학에서 성공적으로 학술대회를 개회하였고, 올해도 지난 5월 베트남(하노이대학교)에서 국립국제교육원
과 공동 주최로 한국어교육과 한국어능력시험에 있어서 가장 열기가 뜨거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라는 주제
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의 말하기 평가는 현재 국립국제교육원에서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서 본 추계학술대회는 베트남에서의 학술대회 연장선으로 “한국어교육에서의 말하기 평가” 라는 주제
로 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일반 목적 한국어교육에서의 말하기 평가’에 관해 원미진 교수님의 주제 특강과 ‘학문 목
적 한국어교육에서의 말하기 평가’에 관해 홍은실 교수님의 주제 특강이 있겠으며, 주제 토론으로는 우창현, 김유
정, 강석한, 조수미 교수님 등 말하기 평가 분야에 역량이 있는 교수님들이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실제와 방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일반 개인 논문 발표에서도 각 분과별로 한국어교육에서의 말하기 평
가 영역을 비롯하여 한국언어문화교육 관련 논문 발표 및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학회 학술대회가 알차고 풍성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학술대회 발표집 인쇄를 협찬해 주신 도서출판
하우 박민우 대표님, 학술대회 후원 및 논문집 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박이정 박찬익 사장님, 그리고 학술대
회 때마다 후원해 주고 있는 주식회사 세잎누리 제갈규동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논의가 되는 ‘한국어교육에서의 말하기 평가’ 영역에 대한 이해를 통해 말하기 평
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고, 이로 인해 전 세계 한국어교육현장에서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 질적 수준을 높
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축원 드립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회장 나삼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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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에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이화를 찾아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1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출범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가 이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학문적 교류와 소통의 명실상부한 중심이 되어 가고 있음에 축하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에서 제26차 학술 대회를 우리 대학에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저는 매우 기쁘고 영광
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한국어교육에서의 말하기 평가’라는 주제로, 이 분야를 선도하시는 여러 연구자들이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펼쳐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와
열기를 생각해 볼 때, 오늘의 이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확한 평가를 통
해 현재를 진단할 때 보다 나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이기에, 오늘 한국어 교육의 평가를 주제로 삼아 오가
게 될 열띤 논의들은 향후 한국어 교육과 연구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다양한 후속 담론들을 낳는 계기가 되리
라 기대합니다.
우리 이화는 1886년 개교 이래 대한민국 각계각층의 여성 리더를 배출하며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
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이 선망하는 고등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올해 학위과정 유학
생만 1,600여 명에 달하는 세계적 규모의 여성 교육 기관이 되어, 이제 많은 나라의 여성 인재들이 이화에서 그들
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화는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
며, 학부 과정 및 일반대학원의 여러 전공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화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의 성과들은 향후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와 우리 이화여자대학교의 발전에 새로운 동
력이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대회를 위해 오랜 기간 애써 오신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나삼일 회장님, 그리고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에 박
수를 보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국제한국언어문
화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혜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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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26차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주제 특강을 하
는 원미진, 홍은실 교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발표자 선생님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한국 언어문화와 다른 나라의 언어문화 간의 대조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국제 사
회 속에서 한국 언어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보급하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
술지인 <한국언어문화학>을 통해 한국어와 문화 교육에 대한 심도 높은 연구를 이어 왔으며, 지속적 국외 워크숍을
통해 우수한 학술적 성과를 국제적으로 파급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해 온 것으로 압니다.
오늘 추계학술대회를 맞이하여, 최근 가장 관심 주제 중의 하나인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대해 논의하는 이 자
리에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일반 목적과 학문 목적에서의 말하기 평가에 대한 주제 발표와, 이어지는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실제와 방향성 탐색이라는 주제 토론은 말하기 평가라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리라 믿습니다.
저희 세종학당 재단 역시 ‘평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벨 테스트를 비롯하여 성취도 평가를 개
발하여 시범 운영을 시행 중이며, 현지에서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추가 연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자와 이를 뒷받침하는 우수한 교육 자료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 요소가 된다
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전문가 분들이 향후 저희 재단의 다양한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우수한 결
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귀한 발표들의 결과는 학계는 물론 저희 재단에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합니다. 이런 훌륭한
학술의 장에 초대해 주신 나삼일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강현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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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실제와 방향성 탐색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 개관김유정(The K-Language Assessment(주))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필요성을 논한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 당연해서 다시 설명하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민망해지기
쉬운 일이다. 그리고 앞선 주제 특강 등의 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면 또한 없지 않다. 따라서 본 발표에
서는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필요성과 요구에 대한 논의를 ‘다양한 말하기 평가의 필요성’으로 초점을 옮겨 학자들의 이론
을 재론하고 통계 자료와 시험의 실례를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의 타당성을 갈음하고자 한다.

1. Hymes(1974)의 Ethonography of S-P-E-A-K-I-N-G 논의
Hymes(1974)에서는 의사소통 사건(communicative event)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인 사회적 요인과 맥락 요인으로
S(Setting & Scene, 장소와 시간, 추상적 심리 상태), P(Participants, 화자/청자), E(Ends, 목표와 결과), A(Act sequence, 발
화의 형태와 내용, 그 차례), K(Key, 어조/태도/마음), I(Instrumentalities, 구어/문어, 방언, 레지스터), N(Norms, 해석과 상
호작용의 규범), G(Genre, 농담/강의/연설 등의 장르)를 들고 있다. 이 모델은 언어를 올바르게 말하기 위해서는 어휘와 문
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문맥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에 따른 것으로 상호작용 언어 구성 요소의 식별과 표시를 돕는 도구
로 사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얼개(grid)는 말하기 평가를 계획하거나 설계함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기 장소
와 시간의 차이, 참여자의 차이, 장르의 차이 등등은 말하기의 목적과 어조, 규범 등과 연계되어 다양한 말하기의 맥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의 대화라고 했을 때 커피숍 매니저와 아르바이트생이 업무를 지시하고 지시받기 위
한 맥락과 점원과 손님이 주문을 위한 대화 맥락은 말하기 평가의 차이점을 분명히 부각할 수 있으며 적절한 평가로 나뉘어
야 할 것이다.

2. Bachman & Palmer(1996)의 논의
1) 특정한 언어 시험이 의도한 목표에 유용하게 되기 위해서 시험 수행은 비시험 상황에서의 언어사용에 명확한 방식으
로 일치되어야 하며 ‘언어사용 과제와 상황의 특성’이 ‘시험 과제와 상황의 특성’과 일치해야 하며 실제 ‘언어 사용’과 ‘언어
시험 수행 능력’이 일치해야 한다고 하였다.(Bachman & Palmer, 1996:11~12) 즉, 언어 사용 과제와 상황이 다양하고 차별
성이 있다면 시험 과제와 상황 또한 다양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언어 평가에 대한 오해와 이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Bachman & Palmer, 1996:7,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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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단 하나의 가장 완벽한 ‘최상’의 말하기 평가를 고민하고 고수하기보다 ‘다양한,
최선의, 적절한’ 말하기 평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오해
1. 어떤 상황을 위한 ‘단 하나의 가장 완벽한 최상의’ 시험이
있다고 믿는 것

초래되는 문제
1. 수험자들에게 부적절한 시험
2. 시험 사용자들의 특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시험
3. 단순히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시험 또는 시험 방법을 아무런 지식 없이 사용
4. 완벽한 시험을 찾거나 개발할 수 없을 때 실망하게 됨

3. 한국어 사용자 변인의 다양성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11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130,542명으로 이들은 다양한 연령과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138,743명/7%), 60세 이상(223,893/10%), 50~59세(312,287명/15%), 40~49세(354,902
명/17%), 30~39세(552,471명/26%), 20~29세(548,246명/26%)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등록외국인 자격별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이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목적과 비중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잠재적 한국어 발화자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한국어 사용자의 변인은
연령, 직업, 한국어 사용 목적 등에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 또
한 이러한 변인을 고려해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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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요구에 맞춘 영어 말하기 시험: Cambridge English Test의 실례

1)

이들 중 말하기 평가가 구성된 시험만 보면 다음과 같다. YLE(Young Learners English, 기초 수준, 유치원부터 초등 고
학년), KET(Key English Test for Schools, 기초 수준, 중학생), PET(Preliminary English Test for Schools, 중급수준, 고
등학생), FCE(First Certificate in English, 중급수준, 대학생/일반인), CAE(Cambridge in Advanced English, 상급 수준, 대
학원생/전문직업인), CPE(Cambridge of Proficiency English, 최상급 수준), IELTS(Academic Module, 대학/대학원 유학),
BEC(Business English Certificates, 비즈니스영어능력시험), ILEC(Cambridge Legal English Certificate, 국제법률영어인증
시험), ICFE(International Certificate in Financial English, 국제금융영어인증시험), BULATS(Business Language Testing
Service, 비즈니스영어시험)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에 따라 설계된 위의 영어 시험들은 연령별, 목적별, 수준별, 전공별, 업종별로 말하기 평가가 실
시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례를 제시하는 이유는 영어 시험
의 예를 그대로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요구와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1) 위의 두 그림은 http://www.cambridgei.co.kr/exams/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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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토론 II

말하기 평가 외국 사례를 통한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대한 제언
강석한(건국대학교)

일반적으로 외국의 말하기 평가는 주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말하기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특히 영어인
경우는 미국 및 영국에서 2차 세계 대전이후의 대규모 이민 및 유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영어 말하기 평가 사례가 제시하는 바는 우리가 계속 선진국으로 진입하면 할수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말하기
평가요구는 계속 증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일반목적뿐만 아니라 학문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에
착수해야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국어 말하기 평가 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말하기 평가가 자국의 언어 구조, 평가 의도/목적, 문화, 평가자 요소
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한국어 평가에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결
국은 우리 자신이 한국어 말하기 평가 시험지 개발 및 채점 방식을 개발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개발에는 한국어 교육학자뿐만 아니라, 통계학 분야, 제2언어습득분야, 담화분석, 음성음운론, 응용언어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재 영어권의 말하기 평가는 미국에서는 OPIC, TOEFL speaking, TOEIC speaking등의 있고, 영국에서는 IELTS,
Cambridge English test등 여러 가지 말하기 평가 시험들이 존재한다. 이중 학문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TOEFL
speaking이 대표적이며, 일반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험이 OPIC, TOEIC speaking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외국에서 이루어
지는 말하기 평가를 참고하여 우리의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논의에서는 ‘정의 – 설계
– 평가 – 환류’의 네 단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능숙한 목표어 말하기 능력(proficient target-language speaking ability)에 대한 정의 설정이 합의되어야 한다.
제2언어 습득 측면에서 능숙한 외국어 말하기 능력은 ‘유창성’, ‘이해성’, ‘명료성’, ‘정확성’등 여러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
고 있는데(Munro & Derwing, 1995), 문제는 ‘능숙한 말하기 능력’이 언어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영어
인 경우 ‘유창성’과 ‘이해성’이 중요한 영어 말하기 능력을 진단하는 기준이라고 보고하고 있지만 (Derwing et al., 2004),
과연 한국어 말하기 능력에도 이 결과가 그대로 적용할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리듬언어인 영어인 경우 분절적
인 정확성 측정은 중요하지 않을수 있지만, 음절언어인 한국어인 경우 ‘정확성’은 매우 중요한 측정 요소가 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이 제2언어습득 및 언어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는 평가 설계상의 고려 요소이다. 과업 측면에서 일반 목적 시험과 학문 목적 시험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
로 학문 목적 평가는 피험자들의 말하기 능력을 다양하게 표현해줄수 있는 ‘개방형 과업(open-ended speaking task)’이,
그리고 일반 목적 평가는 정해진 시간에 다수의 피평가자들이 평가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 과업(structured
speaking task)’형태의 시험 설계가 더 나아 보인다. 구인 측면에서 외국의 말하기 평가는 대개 ‘어휘 사용’ ‘정확성’ ‘유
창성’ ‘상호작용’ ‘응집성’(Council of Europe, 2001)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문법, 발음, 담화, 어휘 사용의 4가지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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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역이 중요한 요소이고, 전반적 능숙도 (overall proficiency)를 넣은 경우도 많다. 고려해야 할점은 이 구인 영역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가 하는점은 매 중요하다.
셋째는 평가자 문제이다. 영어인 경우 평가자는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이고, 피평가자는 비원어민인 경우가 많다. 이
는 말하기 평가기준을 영어 원어민의 발화를 둔다는 의미이고, 이는 ‘표준영어’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어인
경우 평가자가 영어 원어민이 가능한 것은 말하기 평가를 관장하는 시험 기관인 ETS가 대규모 기관이고, 인터넷을 이용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한국어인 경우 말하기 평가 주관 기관과 시험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평가가 한국인이 한
다고 해도, 기존 연구에 의하면, 평가자의 여러 가지 매개 변수 – 평가자의 전공, 교직 경력, 성별, 훈련등 – 의하여 평
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Derwing et al., 2004). 이 변수를 줄일 수 있는 요소는 훈련으로 알려져 있다(Carlson &
Smith‐Howell, 1995). 한국어 평가자의 훈련을 통한 인증제도도 고려해 볼만 하다.
넷째는 환류이다. 평가가 이루어지면 환류를 통하여 시험 설계 및 평가 경향에 대한 환류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ETS의 TOEFL speaking 에 대한 환류과정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보이는데, 시험후 ‘평가자 및 피평가자’에 대한
면담, 관찰,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험의 적절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이를 차기 시험에 반영하고 있다(Bailey,
1999).
결론적으로 외국의 사례는, 말하기 평가가 가지는 본질적인 주관적 평가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닌 평가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말하기 평가가 적절하게 뿌리를 내리려면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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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토론 III

한국어말하기평가 체제 개발과 시행을 위한 요구와 방향*1)
우창현(대구대학교)

1. 말하기 시험 시스템 개발
컴퓨터를 이용한 말하기 시험 시스템을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규모 응시자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게 함
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즉 시험의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말하기 평가 시스템
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향
후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말하기 평가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유의하거나 검토할 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말하기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가용 자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력이나 비용,
시간 등을 감안하여 가용할 자원이 모두 충분하다면 몇 차례의 업그레이드 과정(모의시험 시행 및 시스템 개선)을 거쳐
IBT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CBT 형식의 평가 시스템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IBT
나 CBT 모두 활용 방법에 따라 대규모 시행이 가능할 수도 있고,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시스템
개발 시 얼마나 세심하게 시스템 개발의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고 생각된다.
다만 CBT 시험을 실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예상되며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시험의 보안 문제이다. 시험 프로그램과 문항을 가져가서 시험장별로 설치하고 검사를 실시할 경우, 문제의 유출과 응답
자료의 유실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필검사에 준하는 문제 및 응답파일 보안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 응답 파일의 망실에 대비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응답 파일이 복수의 저장소에 저장되도록 할 필
요가 있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CBT 프로그램과 개별 시험장에 설치된 컴퓨터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CBT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OS(windows7 등)와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선할 필
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드웨어적 환경에 대비하도록 시스템의 범용성을 확보하되, 차선책으로 CBT 프로그램
구현에 가장 적합한 하드웨어 최소 사양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시험장 내 응시자용 컴퓨터가 최소 사양을 충족하
지 못할 경우 시험장 설치를 보류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최소 사양 이상을 가지는 노트북 등을 임차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시험 시행 중 프로그램의 급작스런 정지나 다운 상태에 대한 문제이다. IBT와 달리 CBT에
서는 프로그램의 치명적인 오류가 아니라면 개별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으므로 응시자가 자리를 옮길 수 있
는 여분의 컴퓨터를 마련하도록 하고 무정전 전원장치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면 이런 문제는 대체로 해결될 수 있다. 다

* 이 자료는 토픽 말하기 평가 시행을 위한 방향성 모색(언어와 문화, 12권 1호, 2016)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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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CBT 프로그램의 치명적인 오류를 찾기 위해서는 정식 시험 이전에 여러 차례의 모의 시험을 통해 프로그램의 안정성
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및 채점 방법 설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평가틀에 대한 개선과 검증을 바탕으로 준거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준거를 기반으로 채점 기준을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등급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 말하기 시험 시행 전에 등급 분할 점수를 결정하는 연구가 먼저 이루
어져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 말하기 평가 채점 방식을 총괄적 채점과 분석적 채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채점기준표에
있는 ‘전반적 능력’에 대한 개념은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전반적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이 수험자에 대한 인상적
인 측정이 아니라 다른 평가 요소들과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별도의 말하기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이 보다 분명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각 등급마다 공통의 요소를 일관성 있게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준거 중에서 ‘어휘 및 문법’은 평가에서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어휘와 문법에 우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숙달도에서는 같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한두 어휘나 문법에 대해 ‘우연히’ 알고 모르고에 따라 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내용에 따라 평가 요소의 비중이 달라져야 하며 현재 문항의 난이도 및 질문의 내용과 관계없이 배점이 모두 같
아서는 안 된다. 특히 ‘발음’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발음이 아주 좋은 초·중급 학습자들이 발음이 좋지 못한 고급 학습자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3. 평가 방법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6개의 등급을 측정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 도구를 초, 중·고급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하고 나누어진 각 등급에 맞는 문항 수를 지금보다 더 많이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각 등급에 따라 그 주변의 질문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판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련하여 말하기 평가는 심리적 압박이 크기 때문에 모든 등급에 해당하는 문항을 모두 제시한다면 피험자에 따라 언
어 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서 등급마다 그 등급에 적합한 질문(수험생의 주변 이
야기라면 더 좋음)들을 제시하고 해당 등급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해당 등급의 문제만이 아닌 인접한 등급까지 고려한 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중급의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는 중급의 문제만이 아닌 초중, 중급, 중고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여 피험자의 말하기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4. 문항 수와 문항 유형
먼저 등급을 판정하는 문항 수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 즉 적절한 문항 수와 관련하여 급별로 문항 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문항 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즉 초급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문항 수가 많을 수 있지만 중·고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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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피험자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항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문항
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하는 한국어 말하기 문항은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한 문항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문항 유형이 적절한지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하여 평가틀과 평가
기준 변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문항 유형에 대해서는 초급은 단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들로, 중급은 초급보다 더 긴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해야 하고 고급에서는 고급의 과제를 주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열린 질문의 경
우 문항 구성이 어렵고, 채점에 어려움을 주어 채점자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질문 유형을 정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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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토론 Ⅳ

한국어말하기평가에 대한 요구와 방향
-기존 평가 체제 중 TOPIK을 중심으로조수진(서강대학교)

한국어학습자들의 한국어능력은 TOPIK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학습자가 속한 기관의 성취도 평가와 KPE와 OPI 등
이 진학이나 취업 등에 활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한국어평가로서 TOPIK(한국어능력시험)은 1997년 시행된 이래로 개
선을 위한 요구분석과 연구(김정숙 외 2010; 윤희원・서혁, 2010 등)에서 말하기평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말하기평가 시행을 위한 연구가 막바지에 이르러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말하기평가는 그동안 의사소통능력의 평
가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고 평가 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TOPIK을 중심으로 고려할 사항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학습목적별 한국어말하기평가의 다양화
TOPIK은 세간의 비판1)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그 결과가 활용되고 있어 결과 활용의 만족도와 신뢰성 등에 대한 불만
이 있다. TOPIK의 등급별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4급까지는 일반목적 한국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면 5,6급에서는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을 전제함으로써 특수목적의 한국어능력 평가에 더 가깝게 기술되어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평가 내용이나 문항 유형 등을 고려할 때 다양한 범주에서 활용될 만한 고급 어휘와 문법을 바탕으로 한 일반목적 한국
어능력 평가이기 때문에 수험자나 결과 활용 주체가 기대하는 평가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어말하기평가는 학습 목적과 대상을 구체화한 평가로 세분화되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다른 토론 내용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것처럼 등급과 목적을 세분화하지 않고 몇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평가체제로 전급의 말하기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새롭게 개발되고 시행될 말
하기평가에서는 TOPIK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여 일반목적의 한국어말하기능력평가와 학문목적이나 직업목적의 한국어말
하기능력평가에서 다루어야 할 수준과 주제 범주나 사용역을 다르게 설정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 1]과 같이 대략적인 평가 등급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일반목적 말하기 평가는 1-3급 수준과 4+급을 두
어 일상생활을 포함한 학문목적의 한국어와 공통되는 기본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목적 한국어말하기평
가의 경우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을 전제로 평가 체제를 개발하는 경우 입학 이후의 학교생활이나 동료 간의 일상적인 의
사소통능력을 포함하여 3급 이상의 수준에서부터 평가할 수도 있다.
1) 나무위키에서는 ‘외국어로서의 영어 시험과 비교해 보면... 토픽은 개정 이후 확실히 토익과 토플의 중간 정도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어능력시험 5급을 획득하더라도 대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https://namu.wiki/w/%ED%95%9C%EA%B5%AD%EC%96%B4%EB%8A%A5%EB%A0%A5%EC%8B%9C%ED%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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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목적별 한국어말하기평가의 평가 등급

2. 결과 보고 방식
현재 TOPIK 성적 증명서에는 영역별 시험 결과의 점수와 수험 집단의 평균, 그리고 해당 등급의 언어 수행 능력을 기
술되어 있다. TOPIK의 결과 보고 방식을 고려할 때 한국어말하기평가를 개발하는 경우 평가 결과의 보고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TOPIK은 영역별 과락 기준 없이 점수의 총합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TOPIK의 한 영역으로서 말하기평가
를 시행하는 경우 다른 영역과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을 부여할 것인지, 말하기 영역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
해야 할 것이다. 독립적으로 말하기평가를 운영하더라도 동일한 표현으로 된 등급을 부여하는 한 지필 시험과의 상관관계
에 대한 대규모의 타당성 검사가 필요하다.
또한 특수목적의 한국어말하기평가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말하기평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TOPIK을 비롯
하여 한국어교육기관에 널리 사용되는 1-6급의 등급 기술 방식을 사용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
어 학문목적한국어말하기평가에서 3급이라고 결과를 기술했을 때 결과 활용자의 측면에서는 TOPIK의 3급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목적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 보고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3. 평가 결과의 활용
TOPIK의 경우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진학 및 학사관리, 외국인 및 12년 외국 교육과정이수, 재외동포의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입학, 한국기업체 취업희망자의 취업비자 획득 및 선발, 인사기준, 외국인 의사자격자의 국내 면허인정, 외국인
의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국립국어원) 지원 서류, 영주권 취득, 결혼이민자 비자 발급 신청’ 등 시험 결과는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된다. 그렇지만 한국어말하기평가는 목적에 따라 평가결과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평가 결과
의 활용에 대해서도 적절한 범위와 한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의사면허의 인정이나 교원 자격 인정과
같은 경우 한국어말하기평가 체계나 운영 방식에 따라 평가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부적절한 평가 결과로 인해 커다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분과

1
한국어교육 목적별 말하기 평가

사회 : 진대연(호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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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대상 구술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시론
이미향(영남대학교)⋅서혁(이화여자대학교)⋅김호정(서울대학교)

1. 서론
21세기 한국에는 한국사회에 진입하려는 외국인을 평가하는 국가 차원의 시험제도가 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한
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평가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는 국가
기관이 운영하는 권위 있는 평가로서,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영향력 있는 평가일 뿐만 아니라 이
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에 큰 영향을 끼칠 자료이기도 하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다면
적인 연구는 평가의 환류효과(Wash back effect)를 고려한 사회적 요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평가의 유형별 타당성을 평가의 형식 및 내용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민자를 대
상으로 한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提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사회통합프
로그램의 구술평가 중 한국어교육 영역에 관련된 사전평가․단계평가․중간평가 및 최종 단계인 종합평가를 대상으로 평가
의 형식과 내용의 적절성을 살펴봄으로써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의 말하기 평가 분야에 적효한 기준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평가가 이민자의 언어 수준 평가로서의 특수성을 강화하도록 하고, 이민
자 구술평가에는 이민자의 언어 사용역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2. 제2언어 학습자 대상 구술평가에 대한 연구 검토
2.1. 한국어 학습자 대상 구술평가
말하기 평가에 관한 연구는 평가 목적과 채점 방법에 관심을 두고 진행되었다. 우선, 평가의 목적에 주목한 연구 유형
이다. 교육에서 평가는 교육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할 최종 과정으로, 말하기 평가의 목적은 학습자의 개인적 요구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속한 사회의 요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성인의 말하기 평가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처럼 말하기 평가의 본질은 수험자에게 유용한 교육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말하기 평가
의 목표가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다면적이어야 한다. 김평원(2007)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말하기 평가는 측정
중심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피드백 방법과 교육적 활용에 대한 모색도 고려하는 것으로 보고, 직무 중심의 성인 말하기
평가는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는 측정 선행 교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도영(2010)은 말하기 평가
목표를 말하기 교육 목표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서, 말하기 평가 목표를 개인적․사회적․윤리적 측면․문화적 측면의 네
가지 측면에서 설정하였다. 말하기 평가란 개인의 요구와 사회 문화적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측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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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이다.
다음으로, 말하기 평가의 채점 방식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박재현(2015)은 총체적 채점과 분석적 채점이 말하기 평가
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라고 보고, 학습자 수준에 따라 평가 방법의 신뢰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가별로 적절
한 평가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창균(2018)은 이러한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의 대안으로 절충적
말하기 평가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한편 한국어교육을 위해 말하기 평가를 도입하고 적용하는 연구로는 김정숙‧이동은‧이유경‧최은지(2007), 윤희원·서혁
(2010), 정원기(2015), 민병곤 외(2017), 원미진‧황지유(2018) 등이 있다. 우선 김정숙 외(2007)는 표준화된 한국어 말하
기 능력 평가 체제를 개발하기 위해 평가 도구 개발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윤희원·서혁(2010)은 학문 목적 TOPIK의 개
발과 말하기 시험을 제안하였으며, 민병곤 외(2017)는 유학생의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여 검증하였다. 정원기(2015), 원미진‧황지유(2018)는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국어 말하기 평가의 현황을 살펴
보고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개발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김윤희(2017)는 한국어 학습에 관한 정
의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을 감안하여, 불안감과 학습 전략 사용 양상이 한국어 말하기 성취도 평가의 결과
와 가지는 관계를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하기 평가 연구의 핵심 내용은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 교육 평가의 특성이 두루 반영되어야 하는 동시에, 이민자라는 학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성인 학습자인 이민자는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바, 이
민자의 언어 사용역이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김평원(2007:25)에서 주장한 ‘수험자가 말하는 상황 맥락
자체를 중요한 피드백으로 제공하는 평가 시스템’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준거와 비교할 때, 국내 이민자 대상 평가는 몇 가지 면에서 소홀함이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사전평가 및
단계평가에서 구술평가에 대한 구성 체계와 평가 요소 및 기준을 분석한 박경래(2013)는 당시 시행 중이던 사전평가의
구성 체계에 참여자들의 한국어 능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단계 평가에서는 평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위해
추진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단계 평가의 평가 방법이나 평가 문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해영 외
(2016)에서는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담당 교원들에게 교실에서 겪는 지도상의 어려움을 설문한 바 있는데, 해당 교사
들은 ‘대상 학습자의 수준차 극복의 어려움’을 큰 문제로 들었다. 이것은 곧 KIIP의 사전평가의 타당성이 낮다는 것을 알
려주는 것이다. 두 연구를 통해 사전평가가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평가의 방법이나 준거에 대한 연
구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박성원‧신동일(2015:51)은 국내 학계가 제2언어 교육 및 언어시험 간의 상관성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유학, 이민, 시민권의 언어능숙도는 단순한 의사소통 여부를 확인하는 평
가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국가 정책을 반영하는 귀화시험의 경우, 시험 개발이나 시행 절차 등이 사회학, 정치학, 법학,
다문화정책, 교육학, 언어평가 분야 등의 학제 간 전문자료에 기반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시스템은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정책 입안가나 소수 관여자의 주관적인 판단 및 이전 시험의 표면적 내용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관련 연구들은 특히 국내 평가의 내용적 측면이 국외 이민자 평가의 사례와 많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습자 담화 분석을 실시하고 등급 기술과의 부합성 검증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김정숙 외(2007)에서의 논의와 달리, 국내 이민자 대상 시험은 이민자의 언어 사용역과 숙달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박성원‧신동일(2015:62)은 국내 이민자 대상 시험에서 내용의 난이도가 구체적이지 않음을 논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언
어 공통기준(CEFR)에 준한 기준이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1) 실제로 민병곤 외(2016:97-105)에서는 4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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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을 대상으로 이주민 집단, 모어, 성별, 거주 지역 등 서로 다른 집단 간에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살폈는데, 그 결과
어려움의 정도가 이주민 내에서도 집단별로 다른 점이 확인되었다. 이주민 세 집단 중 이주민 자녀(1.86점)가 이주민 근로자
(2.85점)나 결혼 이주민(2.81점)에 비해 한국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은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이
민자 대상 시험에 이민자의 언어 사용역에 관한 연구 성과가 반영되어야 할 것을 지지한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타당성 제고
의 방향을 모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민자 대상 구술평가의 목표와 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평가 구인의 타
당도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민자 대상 말하기 평가의 기준을 정립하고 실제 평가에서 타당성
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분야가 함께 논의하는 다면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2 이민자 대상 국외 구술평가 사례
말하기 평가는 의사소통으로서의 말하기 능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평가 구인, 문항 유형 등이 달라진다. 한국
어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해 국외 말하기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원미진‧황지유(2018:50-51)는 평가 도구가 먼
저 평가 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2) 국외에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말하기 평가를 평가 목적에 따
라 나누어 보면, 실용 언어 구사 능력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TOEIC, ESPT, G-TELP, OPIc, JSST, TSC)과 유학 및
이민에 필요한 언어 구사 능력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PTE, TOEFL, HSKK)으로 양분된다고 하였다. 한국에 거주 중
인 이민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평가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가깝다. 그러므로 전자와는 다른 평
가 도구로 개발될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
한편,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학습 단계 외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획득하는 최종 단계에서 사회 이해 정도를 활용한
구술시험에 대해 살펴보면, 이 시험이 따로 확보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크게 나뉜다. 우선 이민자의 언어
능력을 검증하는 특수목적 평가로서의 특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예시를 캐나다와 독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CELPIP.과 같은 영어 시험 성적이나 LINC(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프로그램을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CELPIP은 컴퓨터로 보는 시험으로서 CELPIP-G,
CELPIP-General LS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 한 가지에 응시하여 일정 기준(말하기, 듣기에서 4등급 이상)을 충족
하면 된다. 이 외에 캐나다 정부에서 이주민을 위해 제공하는 언어교육 프로그램 LINC/CLIC에서3)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s)4)/NCLC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해도 된다. 독일에서도 외국인의 사회통합 정책은
독일어 교육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국적 취득 시험에서는 표현 능력, 참여 정도, 정확성, 발음과 억양 등의 평가 항목이
포함된 별도의 구술시험이 있다.
1) 박성원‧신동일(2015)에는 이민자 대상 한국어 평가로서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이나 영주권
자격, 국제결혼 비자 신청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TOPIK의 등급과 귀화시험을 대체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언어 능숙도 수준
간의 상관성이 연구된 바가 없는 점, 면접시험 문항의 내용이 시험의 타당성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것, 애국가를 외우게 하거나
단순 암기를 요구하는 단답형 문항 등이 귀화 면접시험의 타당성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하였다.
2) 이 연구의 대상은 영어 시험으로는 TOEIC Speaking과 TOEFL Speaking, PTE, ESPT, OPIc, G-TELP를, 일본어 시험은 JSST를,
중국어 시험은 HSKK와 TSC이다.
3) LINC/CLIC는 캐나다로 이주한 이민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언어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 이민자가 캐
나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https://www.celpip.ca를 참조
4) CLB는 12등급 체계 안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별 숙달도를 제시하는데, LINC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배치평가인 CLBPT
를 치르도록 되어 있다.

61
한편, 이민자 국적 취득 단계에서 구술시험을 별도로 두지 않고, 유학 및 이민에 필요한 언어 구사 능력 측정을 목적으
로 하는 평가 결과로 이를 대체하는 국가도 많다. 영국, 호주, 미국 등에서 이런 점이 확인된다.
먼저, 영국을 살펴보면 영어 사용 능력 평가인 IELTS가 있으나 국적 취득 단계에서 구술시험을 별도로 치르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IELTS는 영어권 국가인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로 유학, 이민,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의 영
어 사용 능력 평가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IDP 에듀케이션 산하기관인 IELTS Australia, 캠브리지 대학(Cambridge
ESOL Examinations), 영국 문화원(The British Council)이 공동 개발, 관리하는 국제 공인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다. 이
것은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아카데믹 모듈(Academic Module)과 영국 생활을 지원하는 제너럴 트레이닝 모듈(General
Training Module)로 나뉜다. 그런데 이 시험 외에, 이민자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지식과 자질을 검증하는 시험(The Life
in the UK test)이 있다. 이것은 영국 내 등록된 60개 센터에서 온라인 테스트로만 가능하며, 진위형, 선다형 등 4가지
타입으로 구성된 24개의 다른 질문에 45분 간 제한된 시간 안에 답을 찾는 것이다.5) 이 시험을 통과하면 별도의 구술시
험 없이 이민자로서 영국 사회 구성원이 된다.
호주는 이민법 혹은 이민교육법(Immigration (Education) Act, 1971)을 만들어 영어교육 대상자와 시민권 교육 대상자
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공지에 따르면 IELTS, OET, TOEFL IBT, PTE,
ACE 성적을 기준으로 영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또한 미국은 질문자의 답에 대답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며, 특별한 형식 요건을 둔다고 볼 수 없다. ‘Guide to adult citizenship education content
standards and foundation skills’에 따르면 이민자의 말하기 능력은 특별한 형식 없이 미국에 대한 이해 정도를 답하는
과정에서 평가된다.
어느 사회나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므로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는 다문화 사회이다. 그러나 현재 논점에 해당하는 다문
화 사회는 장기간 거주 중인 이민자나 단기간 국경을 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이민자에
게 일정 수준의 언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다문화 사회로 인한 언어 문제를 겪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취하는 가장 기본
적인 접근 방식이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소통 불가를 극복할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박성혁 외(2016)에 따르면, 독일의 이주자 통합 정책은 외국인 통합촉진과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통합프로그램
과 법적 조치에서 나온다. 독일의 이민통합정책을 비롯한 다문화정책은 연방내무부가 총괄 조정하는데 특히 재외동포, 유
럽시민, 망명 및 난민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사회 적응을 위한 언어교육과 직업교육 등을 제공한다. 독일에
서 교육받고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독일어를 습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조건을 강조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
써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6) 한국에서는 이주민 근로자에게 외국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2005년 8월
부터)을 실시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대학생에게 TOPIK 3급 이상을 요구하며,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능력시험 1급 이상의
기초 한국어 실력을 요구한다(2014년 4월). 이러한 조건은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이 한국 사회 통합을 이루는 핵심 요인
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민자는 의사소통으로서의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데 이르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외국인과 다르다. 이런 면에서 민병곤 외(2016:28)는 언어 문제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다문화 사회에서 비롯된 언어 문제를 겪고 있는 각국은 정책적으로 언어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나, 한국
어 의사소통 능력이 곧바로 사회통합 기제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논하고 있다.
5) www.lituktestbooking.co.uk을 참조
6)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일의 언어교육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은 통합코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통합코스는 언어코스와 오리엔테이션코
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독일 역사, 문화 등의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 청소년, 여성 등을 위한 특별
언어 지도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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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다문화 사회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국외에서는 이민자 수용을 위한 평가 내용에 의사소통 능력과 국가와 사회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은 교육 단계에서부터 차별적으로 강조된다. 다
문화 시대 사회통합을 위해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인 이진석 외(2016)는 흔히 다문화 시민 교육에 자국의 필
요와 배경이 교육 내용에 반영되기 쉬우나, 다문화 사회에 포함될 이민자들의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중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7) 그리고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네 국가 모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다문화 시민성 교육의 주
제를 다루고 있는데, 다문화 시민성 교육은 그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크게 강조되고 있고 민간 부분이 기여하
는 부분이 커진 경향을 들어, 민간단체 및 학계의 자발적인 참여 요구를 강조하였다.8) 이와 같이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
민의 언어 구사 능력은 의사소통능력만으로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3. 이민자 대상 구술평가의 타당성
3.1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평가에 대한 논점
주지하듯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대별되며, 전자는 기초 단
계부터 초급에 이어 중급 단계로(0단계～4단계), 후자는 기본 단계와 심화 단계로 세분되어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
음과 같이 0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교육과정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각 단계의 교육 실행을 목적으로, 또는 목표 달
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하에 <사전평가>, <단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이들 평가는 다
시 필기시험(객관식+단답형+작문형)과 구술시험의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구술시험은 2010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위 내용 중 문항 수, 시험 시간은 현재까지 크게 변화가 없다. 다만 평가 영역면에서 2010년 자료에서는 읽기, 이해
하기, 대화하기의 3단계로 측정 영역을 설정하였다가 이것이 2017년 개편 시 5개 항목으로 늘어나는 변화가 있다. 그런
데 시험 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가 영역을 개별적으로 모두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표 1> 2010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시험
2010년

문항 수

시험 시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시험

3문항 이내

전체 10분

평가 영역
-읽기: 발음의 정확도 및 읽기 능력(3분)
-이해: 지문내용에 대한 이해도(3분)
-대화: 질문에 대한 이해 및 표현(4분)

합격 기준
-결혼이민자: 40점이상(10점 미만 과락)
-기타:50점이상(15점 미만 과락)

국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한 이민자 대상 구술평가는 현재 평가 단계별로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시행 목적
7) 미국은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는 출생과 귀화이므로, 이민자 통합의 지표로 시민권 획득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캐나다는 다문화주의를 그 출신이나 기원과 무관하게 캐나다 사회의 모든 요소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보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다문화적 유산을 인정하려는 노력은 다방면에 걸쳐 있어, 어보리진(Aborigine) 권
리 인정, 영어와 불어를 공식 언어로 규정하나 이외 언어 사용 허용, 인종이나 종교 등에 상관 없이 평등한 권리 보장, 소수자 집단
들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 인정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은 교육기술부(DfES)와 국제개발부(DfID)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
문화 시민성 교육을 하고 있다. 일본은 다문화 공생 교육이란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며 공존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이진석 외 2016:99-110에서 정리).
8) 특히 다문화 시민성 교육을 담당하고 핵심 교과로서 사회과의 비중이 높아진 부분을 논하며,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이 필요
함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과는 학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의 삶과 긴밀한 내용을 다루어야 다문화 시민성 교육에서
는 정의, 연대, 인권, 상호의존성 같은 추상적 개념이 주를 이루는 교수 상황이라는 점이다. 다문화 시민성 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삶과 긴밀하도록 구안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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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및 성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술평가 목적 및 내용
평가 종류

평가 시행 목적

평가의 성격

사전평가

참가자의 학습 단계 배정

숙달도 평가

한국어 및 한국사회이해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등)

단계평가

2~4단계 진급여부 결정

성취도 평가

한국어 및 한국문화 해당 교육 단계 내용

중간평가

한국어과정 이수여부 결정

성취도 평가

1~4단계 교육과정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종합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수료 여부
결정

성취도 평가

평가 내용

한국어와 한국문화(1~4단계),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 영주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으
로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정도 등의 종합적인 기본소양 능력
한국어와 한국문화(1~4단계), 한국사회이해 기본 및 심화과정 + 대한민국 귀화자로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 정도 등의 종합적인 기본소양 능력

그런데 필기시험 중 작문형 시험이 중간평가 단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구술시험은 사전평가부터 종합평가까
지 전 단계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이민자 대상 구술평가로서 타당도 확보는 매우 주요한 사항이다. 이에 홈페이지
(http://www.socinet.go.kr)를 통해 프로그램의 목적, 응시 대상, 평가의 활용처 등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도입 취지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 부여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개발과 세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

이러한 내용은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 목적이나 용처를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내용
은 아니다. 우선 평가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응시 대상과 활용처가 매우 넓기 때문이다. 평가의 본질적 목적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논한 김평원(2007)은 ‘말하기 평가를 둘러싼 시각은 크게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내용)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방법)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전자는 교육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 데 대해, 후자는 교육과정과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관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현재 이민자 대상 한국어 말하
기 평가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평가는 다음과 같이 형식과 내용 측면으로 크게 나누어 평가의 타당성을 논할 수 있다.
첫째, 이 평가의 형식은 이민자 대상 말하기 평가로서 어떠한 측면에서 타당한지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통합프로
그램의 배치평가인 사전평가는 숙달도 평가이다. 단계평가와 중간평가는 성취도 평가이다. 그리고 종합평가는 성취도 평
가이자 자격 평가이다. 현재 시행 중인 이민자 대상 구술 평가는 평가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러하다면 평가 유형
별(사전-단계-중간) 구술평가 간의 차이는 어떤 면에서 유의미할 것인지, 각 평가에 맞는 형식상의 차이가 있는지, 그런
차이가 평가 유형별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민자 구술능력을 확인하는 평가 목적을 설정하고, 이 목적에 비추어 문항의 내용타당도와 구인타당도를 확인해
야 한다. 현재까지 언어 구사를 잘하는 것과, 이민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잘 아는 것과, 이민자의 적응 관계는 확인된 바
없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토픽 등급과 KIIP 언어 능숙도 수준간의 상관성은 연구된 바가 없다.’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평가 내용과 목적, 그리고 교재 내용의 관련성은 이민자 구술평가로서 이민자의 특정 언어 수준을 담보할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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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구안되어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데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중간평가 및 최
종평가의 경우에는, 학습자의 내용 숙지 정도와 구술평가의 상관성이 확인되어야 이민자 대상 구술평가의 타당성이 성립
될 것이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4가지 평가 유형의 단계별 구술시험의 타당성을 외적 요소인 형식적 측면과 내적 요소인
내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2 평가의 형식적 측면
평가의 외적 요소인 형식적 측면이란 평가 응시자가 시험을 볼 때 접근해야 하는 외적인 형식으로서 시험 시간, 평가
문항 구성 등이 이에 관련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의 외적 요소, 즉 형식적 측면으로서의 구술시험 시간을 단계
별 체계 안에서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구술평가 체계 및 시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과정

기초

체계
평가

총 시간

초급1
1단계

사전평가
70

초급2

중급1

2단계

3단계

단계평가9)
없음

5단계
한국사회 이해

40

40

40

시간(분) 필기시험

60

30

30

30

구술시험

10

10

10

10

중급2
중간평가

기본

심화

영주용

귀화용
종합평가

60

70

10

10

위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은 사전평가부터 종합평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10분의 시험
시간을 배정하고 있다. 사전평가와 종합평가는 70분의 시간, 즉 가장 많은 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며, 중간평가는 이보다
10분이 적은 60분, 단계평가는 가장 짧은 시간에 해당하는 40분의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이와 달리 구술평가에서는 평
가 대상자 1인을 평가하는 데 단계별로 일정하게 10분의 시간을 소요하도록 시간을 배분하고 있다.
또한 10분의 평가 시간 동안 평가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문항 수와 배점은 다음 표와 같다. KIIP 구술평가가 시작된 때
의 형식과 현재는 문항 수, 평가 영역, 합격 기준면에서 세부적 변화가 있으나, 시험 시간은 동일하게 10분으로 설정되어
있다.

9) 1, 2, 3단계평가는 운영기관에서 주관하는 평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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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구술평가의 문항 구성 체계: 유형별 문항 수와 배점
단계평가

사전
평가

2단계

3단계

종합평가
영주용

귀화용

출제 범위

1~5단계
수준

1단계

2단계

3단계

1~4단계

총 문항 수

55

25

25

25

35

45

45

문항 수

50

20

20

20

30

40

40

배점

75

75

75

75

75

75

75

5

5

5

5

5

5

5

25

25

25

25

25

필기
문항
유형

1단계

중간평가

구술

문항 수

1~4단계+5단계 1~4단계+5단계
(기본)
(기본+심화)

기본 1세트(3문항) +개별 2문항

배점

25

25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의 총 문항 수는 사전평가 55문항, 단계평가 25문항, 중간평가 35문항, 종합평가 45문항으로 구
성되어, 사전평가가 가장 많고 단계평가가 가장 적다. 이 가운데 필기시험이 각각 50문항, 20문항, 30문항, 40문항을 차
지하는데, 구술시험은 모든 평가 단계별로 5문항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들 5개 문항은 3문항의 기본 1세트와 개별 2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점 또한 25점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각 문항별 과제 유형과 배점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10)

<표 5> 구술평가의 개별 문항 구성 및 배점
대문항

사전
평가

1
2
3
1

1단계 평가

소문항

평가 과제

1

텍스트 읽기

2

텍스트 내용 말하기

3

텍스트 관련 말하기(개인 경험 말하기)

1

주제 관련 말하기(문화 비교 포함)

1

주제 관련 대화하기(다양한 기능 구사)

1

텍스트 읽기

2

텍스트 내용 말하기

3

텍스트 관련 말하기(개인 경험 말하기)

2

1

소재/상황 서술/설명하기

3

1

주제 관련 대화하기(다양한 기능 구사)

1
2단계 평가

1

소재/상황 묘사하여 말하기

2

소재/상황 서술/ 설명하기

3

주제 관련 말하기(개인 경험)

2

1

주제 관련 말하기(문화비교 포함)

3

1

주제 관련 대화하기(설명하기)

1

1

텍스트 내용 말하기

2

텍스트 내용 말하기(설명하기)

3

텍스트 관련 대화하기(개인 경험)

2

1

소재/상황을 서술/설명하기(문화비교)

3

1

주제 관련 대화하기(다양한 기능 구사)

3단계 평가

배점

5문항×5점

5문항×5점

5문항×5점

5문항×5점

10) 본고에서 인용된 구술평가의 문항 구성과 배점, 평가 항목에 대한 출처는 2017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시험관 양성교육 자
료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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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 평가
2

영주용 종합
평가

1

2

1
귀화용 종합
평가
2

1

소재/상황 설명하기

2

소재/상황 관련 말하기(논리적 구술)

3

주제 관련 말하기(개인 경험, 문화 비교)

1

주제 관련 말하기(질문에 대한 논리적 구술)

2

주제 관련 대화하기(비교, 토론 형식의 대화)

1

텍스트 내용 말하기(내용 관련 일반적 말하기)

2

텍스트 관련 말하기(논리적 말하기)

3

텍스트 관련 대화하기(비교, 분석, 평가 형식의 대화)

1

주제 관련 말하기(한국문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논리적 구술)

2

주제 관련 대화하기(비교, 토론 형식의 대화)

1

텍스트 내용 말하기(내용 관련 일반적 말하기)

2

텍스트 관련 말하기(비교 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논리적 말하기)

3

텍스트 관련 대화하기(비교, 분석, 평가 형식의 대화)

1

특정 주제 관련 논리적 말하기(한국사회 이해 영역과 관련한 다양한 언어 기
능을 사용한 구술)

2

주제 관련 대화하기(비교, 토론 형식의 대화)

5문항×5점

5문항×5점

5문항×5점

위 표와 같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각 단계별 구술평가는 5문항 모두 균등하게 5점이 배당되어 있다. 즉, 사전평가, 단
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모두 문항당 5점으로 총 25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배정되어 있다. 또한 각 문항별 과제는 단
계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텍스트 내용 말하기’, ‘텍스트 관련 말하기’, ‘소재/상황 묘사하여 말하기’, ‘소재/상
황 서술/설명하기’, ‘주제 관련 말하기’, ‘주제 관련 대화하기’ 등이 주요한 평가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이상의 구술시험 형식, 즉 외적인 측면을 살펴볼 때,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에서 구술시험은 단계별 목적에 따른 평가
유형과 관계없이 시험 시간, 문항 수, 배점 모두가 동일하고 균등함을 알 수 있다. 각 문항별 과제 역시,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유형이 주요하게 반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각 단계별 구술시험에 대한 평가 문항과 점수, 시간이 균등
하게 배정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고찰이 요구된다. 현재 제시된 정보만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정확
히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나, 형식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동일 유형/단계 내에서 고안된 개별 문항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언어 능력의 수준 차에 대한 문제이다.
가령, <사전평가>와 동일하게 <1단계 평가> 과제로도 제시되고 있는 ‘텍스트 소리 내어 읽기’ 과제와 다양한 기능을 구사
하는 ‘주제 관련 말하기’ 과제에 요구되는 언어 능력의 수준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과제에 동일한 점
수가 부여되어 있다면 이때 각각의 점수 취득이 갖는 의미, 즉 피평가자의 구술능력이 점수에 따라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논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항별 과제가 의사소통 능력 구성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중요도를 지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텍스트 소리 내어 읽기’가 피평가자의 철자와 음운의 관계 인지 정도를 대변해 주는 척도가 된다면, 문화 간 비교를 수
행하며 주제에 관한 논리를 펴는 말하기는 피평가자의 문화 이해와 문화 간 비교·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사고와 그 결과
를 언어화할 수 있는 표현 능력까지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과제로 해석된다. 따라
서 이러한 과제를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는 과제’와 동일한 점수 및 문항 수로 구성하여 구술시험을 제작한다면 이에 대
해서도 타당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처럼 평가 문항별 과제의 난이도, 중요도가 동일한 하나의 평가 체계/단계 내에서 차등을 보일 때에는 문항 구
성 시에 그 배점과 함께 문항 수 및 시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를 배정하거나 단계
이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평가, 중간평가,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처럼 단계평가(1단계~3단계)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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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넓은 출제 범위를 갖는 경우에는 개별 문항의 배점과 문항의 총 수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문항 과제의 난이도가 과제 수행에 걸리는 시간과도 관련성이 있는 만큼 시험 시간의 배분에 대한 고려도 있어
야 할 것이다. 요컨대, 개별 문항 과제의 난이도와 중요도가 다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점, 소요 시간과 함께 문항 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타당한 논리와 근거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3 평가의 내용적 측면
본 절에서는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평가 구인, 채점 척도, 그리고 성적 처리와 관련된 평가의 내적인 구성 방법에 대
해 알아볼 것이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는 평가 내용이 학습자 특수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성원‧신
동일(2015:64)는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지만 응시자들로부터 적절성에 대해 의문이 자주 제기되었던 몇 가지 문항을 통
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시험 문항의 내용이 시험의 타당성 유무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평가를 구인, 채점 척도와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평가 구인
평가 구인은 평가가 응시자의 말하기 능력 중 어떠한 요소들을 측정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가 구인은
시험의 성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다. 외국어 말하기 시험에서 평가 구인으로는 억양과 강세 등을 포함한 발음, 어휘와
문법, 유창성과 정확성, 내용과 맥락, 담화 유형 등이 있다. 국외 다양한 시험에서 구인을 분석한 원미진‧황지유(2018)에
따르면 영어 말하기 평가의 구인과 중국어 및 일본어 말하기 평가의 구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영어 말하기 평가의
경우에는 발음, 어휘, 문법, 내용, 정확성, 유창성 등의 구인이 여러 시험에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일본어 말하기
시험(JSST)의 경우에는 위의 공통 구인 외에도 대우표현, 발화 유형(상황에 맞게 말하기)과 같은 구인이 특별히 확인된다.
언어의 특성과 학습자에 따라 말하기 평가의 구인이 달라야 하는 점을 보여주는 바이다.
국외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말하기 평가의 평가 구인을 비교해 보면 구인의 수는 4개에서 8개 사이가 대부분이다. 사
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시험의 평가 항목은 발음, 정확성, 유창성, 담화구성 능력, 논리적 구술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과 같이 세분되어 있다.

<표 6>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시험의 평가 항목
문항

사전 평가

1단계 평가
텍스트 읽기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

소재/상황 묘사하여
텍스트 내용 말하기
말하기

중간 평가
소재/상황 설명하기

종합 평가
텍스트 내용 말하기(내
용 관련 일반적 말하기)

1

텍스트 읽기

2

텍스트 내용 말하기 텍스트 내용 말하기

3

텍스트 관련 대화하기
텍스트 관련 말하기 텍스트 관련 말하기 주제 관련 말하기(개 텍스트 관련 대화하기 주제 관련 말하기(개인
(비교, 분석, 평가 형식
(개인 경험 말하기) (개인 경험 말하기) 인 경험)
(개인 경험)
경험, 문화 비교)
의 대화)

4

주제 관련 말하기(한국
주제 관련 말하기(문 소재/상황 서술/설명 주제 관련 말하기(문 소재/상황을 서술/설 주제 관련 말하기(질문
문화와 관련한 질문에
화 비교 포함)
하기
화비교 포함)
명하기(문화 비교)
에 대한 논리적 구술)
대한 논리적 구술)

5

주제 관련 대화하기 주제 관련 대화하기 주제 관련 대화하기 주제 관련 대화하기 주제 관련 대화하기(비 주제 관련 대화하기(비
(다양한 기능 구사) (다양한 기능 구사) (설명하기)
(다양한 기능 구사)
교, 토론 형식의 대화) 교, 토론 형식의 대화)

소재/상황 서술/설명 텍스트 내용 말하기 소재/상황 관련 말하기 텍스트 관련 말하기(논
하기
(설명하기)
(논리적 구술)
리적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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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통해 다음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 우선, 각 평가에서 문항별 평가 항목을 보면 읽기, 말하기 등 언어
기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실제 말하기 능력을 확인한다. 그러므로 채점 기준에서 평가의 구인보다는 성공적인 언어 기능
의 시연이 주요 기준으로 명시되게 되었다. 또한 사전평가는 배치를 위한 언어 사용의 숙달도에 관한 평가인 반면, 단계
평가는 성취도 평가이다. 그러나 이 둘의 평가 방식의 차이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도 위 평가 항목에서 의사소통의 내용이 이민자 한국어 사용역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 장래
시민으로서의 이민자 자질을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짚고 가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종합평가의 단계에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평가 항목에 포함한다. 원미진‧황지유(2018:6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편적인 대인간 의미협
상 능력, 문화 간 이해 능력을 비롯하여, 목표 언어와 사회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본인이 가져온 자국문화와 목표문화 간
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다중정체성을 관용적으로 수용하거나 내러티브로 자신의 삶의 유의미성을 편집할 수 있
는 능력이 시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음을 강조한 바와 같다.
이러한 평가 항목에 드러난 평가 구인을 세부적으로 살폈다.
첫째, 발음에 관한 부분이다. 국외 외국어 시험에서 발음은 전달력, 이해 가능 정도, 발음, 억양, 리듬, 속도, 발화의 경
제성, 모국어 간섭 정도를 통해 평가된다. 원미진‧황지유(2018:63)는 영어 평가에서는 ‘발음’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고
일본어는 정확성, 중국어는 자연스러운 정도를 확인한다고 하였다. 이민자 대상 위 말하기 시험에서 발음은 개별 단어에
서의 발음과 문장 속에서 음운규칙 적용, 적절한 휴지와 자연스러운 억양을 포함한다. 발음이 의미 전달에 얼마나 효과적
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전체 평가 가운데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는 사전평가와 1단계 평가에서만 발음이 명시되어 있고
이하 단계에서는 발음이 구인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어휘와 문법에 관한 부분이다. 국외 말하기 평가에서 어휘 구인의 세부 내용은 사용의 폭, 정확성, 언어 사용, 적
절성, 구체성, 과제와의 관련성, 문맥 상황에의 적절한 사용이다. 또한 어법의 세부 내용은 언어 사용, 모국어 간섭, 품사,
시제, 어순의 배열, 숙달도 수준에 맞는 어법 구사 등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어휘와 문법은 다음과 같이 사전평가, 1
단계 평가, 3단계 평가에서 명시되어 있다. 어휘와 문법은 주제, 소재, 상황과 관련하여 말할 수 있는지 평가받고 있으며,
성취도평가인 3단계 평가에서는 학습한 어휘와 표현의 활용 여부를 확인받게 되어 있다. 그 외 단계에서는 관련 항목에
서 간접적으로 평가 받는다.
셋째, 언어 사용의 정확성과 유창성에 대한 것이다. 정확성은 문법,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유창성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함으로써 듣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원활한지를 확인받는 것이다. 유창성에는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들이 매우 많다. 전달력, 발화 흐름의 유동성, 머뭇거림 없이 능숙한 정도, 유창성, 유효성, 효율
성, 머뭇거림의 정도, 리듬, 망설임, 반복, 속도 등이 이에 속한다. 그뿐만 아니라 상황과 목적에 맞는 언어를 사용하는지
를 확인하는 적절성도 유창성 점수에 영향을 준다. 본 구술평가의 평가 항목을 보면 정확성을 명시하지 않은 단계는 있
으나 유창성을 명시하지 않은 단계는 없다. 유창성은 말하기 평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유창성에 영향
을 받을 수 있는 세부 요인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유창성 관련 항목은 평가에 대한 세부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총체적 인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내용 관련 평가 구인이다. 대부분의 국외 말하기 평가에서 ‘내용’은 내용 관련성, 내용 완성도, 응집성, 주제 전
개, 주제 전개 능력 등으로 파악한다. 이에 대해 국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평가에서는 이를 담화 구성력과 논리력으
로 보고, 말하기 실현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텍스트 내용 말하기, 개인 경험 말하기, 비교 및 분석하기, 서술 및
설명하기 등의 평가 항목이 그것이다. 이것은 내용의 응집성, 주제 전개 능력 등을 보여주는 한편, 내용 생성의 부담을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언어 평가에서 다룰 수 있을 내용 평가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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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문화 평가'의 상관성은 어떻게 확인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민자의 한국사회 이해 능력을 확인하는 종합평가에서 구술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종합평가는 영주용과 귀화용이 있다.11) 이들 평가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1～4단계, 한국사회이해 과정을 주
요 내용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종합적인 기본소양 능력 평가이다. 그런데 이 단계는
한국사회 및 문화에 관한 지식을 통해 분석 및 비평적 능력을 확인하는 단계이므로, 구술시험이 언어적 능력만을 확인할
수 없다. 2017년 귀화용 시험에서는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등이 평가 요소로 포함되어 있
는 것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더욱 분명히 유추된다. 원미진‧황지유(2018:59)의 연구에서도 외국어 말하기 시험에서는 문
항의 유형과 더불어 문항의 주제가 시험의 목적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종합평가 단계에서 채점표에
의거한 구술시험은 이민자의 국적 취득 단계에서 구술시험을 별도로 두지 않는 여타 국외 시험 제도와 비교되는 부분이
다.

2) 채점 척도와 방식
말하기 채점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척도를 두고 시행된다. 채점 척도가 비공개인 시험이 대부분이나, 이를 밝히고
있는 국외 시험의 분석에 따르면 국외 시험의 채점 척도는 0～3 혹은 0～5까지 대부분 4단계～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원미진‧황지유2018:61-68). 주목할 점은 한 평가시험 안에서도 필요에 따라 채점 척도가 달라지는 것이
다. TOEIC은 PartⅠ-Ⅳ는 4점 척도로, Ⅴ-Ⅵ은 6점 척도로 채점한다. PTE도 대체로 0～3, 0～5로 나뉘어 있으나, 문항
유형마다 구인이 다르고 구인에 따라 다른 척도가 사용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대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평가에서 채점 척도는 모든 단계에서 문항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사전평가, 단계
평가(1～3), 중간평가, 종합평가가 모두 0～5의 6점 척도로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채점 시 평가 기준을 세목화하여 평
가 기준의 적절성을 갖추고 있으나, 유럽 공통 참조 기준과 달리 이민자 언어 사용역에 대한 기준이 전무한 상태에서 설
정된 채점 기준표이므로 이에 대한 근원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표 7> 국외 외국어 말하기 시험의 채점 방식(원미진‧황지유, 2018)
TOEIC

TOEFL

ESPT

OPIc

PTE

G-TELP

HSKK

TSC

교차
채점

비공개

3-6인 교차

2인 교차

비공개

자동 채점

2인 교차

비공개

2인 교차

채점
방식

분석적+총체적

총체적

분석적

비공개

비공개

총체적+분석적

비공개

총체적+분석적

성적
제공
방식

점수제
(200점)
등급제
(8등급)

점수제(0-30)

점수제
(1000점)
등급제
(10등급)

등급제
(7등급)

점수제
(0-90)

점수제
(백분율)등급제
(11등급)

합격
(60점이상)

등급제
(10등급)

한편 위 표에서와 같이, 각 외국어 말하기 평가의 채점 방식과 성적 제공 방식을 보면 전문 채점자 2인 이상의 교차

11) 영주용은 한국어와 한국문화(1～4단계), 한국사회이해 기본과정을 주 내용으로 하여 영주자 등 장기체류 외국인으로서 필요한 한
국어 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 정도 등 종합적인 기본소양 능력 평가로 정의된다. 귀화용은 한국어와 한국문화(1～4단계), 한국사회
이해 기본 및 심화과정을 주 내용으로 하여 대한민국 귀화자로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 정도 등 종합적인 기본
소양 능력 평가로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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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대부분 채점자 신뢰도 확보를 위한 것이다.12) 또한 전체적 인상과 개별 구성 요
소를 고려한 총체적 채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말하기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임을 감안할 때 특정 요소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지 않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평가에서도 각 평가는 채점자가 2인 이상으
로 요구된다. 사전평가는 2:5, 단계평가는 2:2～2:5로 이루어진다. 또한 진행 방식은 인터뷰 방식을 취하나 필요에 따라
수험자 간 대화도 허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 ‘대화하기’는 학습자 간 상호대화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과의 대화를 전제하는 듯하다. 특히 2017년 자료는 모든 시험에서 학습자 간 대화 방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채점 방식은 말하기로서의 상호작용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처럼 채점 방식은 이민자
대상 구술평가의 목표와 평가 기준 정립에 영향을 미친다.

4. 결론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서 숙달도 평가 및 성취도 평가는 이민자들의 향후 언어생활 및 이민자로서 요구되는 언어학
습의 목표와 긴밀한 것이어야 한다. 본고는 사회통합을 기제로 한 이민자의 소통능력 향상을 전제로, 현행 이민자 대상
구술평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 현재 적용 중인 구술평가에서 숙달도 평가인 ‘사전평가’와, 성취도 평가인 ‘단계평가, 중간평가’의 평가 방식이 각
각의 목적에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배치평가로서의 사전평가는 숙달도 평가로, 단계평가와 중간평가는 성취도 평
가로 명시되어 있다. 평가의 구성 체계와 평가요소, 평가 항목은 평가 목적에 따라 최적화되어야 한다. 또한 구술시험 평
가 항목 가운데 이민자 평가의 특수성에 맞춰 보완할 점이 요구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세 유형의 평가가
평가의 목적에 맞게 구안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평가의 형식과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 목적에 맞춤으로써,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의 말하
기 평가에 적용될 주요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민자의 한국어 구사는 거주하는 사회에서의 적응과 공존이라는 특수한
목적이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말하기 평가 기준은 언어학습을 주로 하는 여타 기관의 학습자와 다른 면이 있다.
한국의 구술시험 채점 기준이 이민자의 언어생활을 확인하는 데 적합한지 논의하고, 구술평가에서 확인하고 있는 학습자
의 언어 사용이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의 한 형태인 이민자 한국어교육에 맞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윤희(2017). 한국어 말하기 성취도 평가 결과와 학습 불안감 및 학습 전략과의 상관관계 연구. 한글 (318), 한글학회,
221-242쪽.
김정숙‧이동은‧이유경‧최은지(2007), 한국어 표준 말하기 시험 측정 도구를 위한 기초 연구 –모의 인터뷰 평가와 학습자 담화 분
석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1, 한민족어문학회, 229-258쪽.
김평원(2007), 의사소통 과정으로서의 말하기 평가-성인 말하기 평가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11, 9-34쪽.
김희정(2009), 이민자 사회통합과 언어교육제도 연구:네덜란드의 사회통합시험제(inburgeringsexamen)와 한국의 사회통합교육프
로그램 이수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원미진 황지유(2018:68)에서는 TOEIC의 경우, 채점자 인력 풀에 등록된 채점자가 채점을 하기 전에 검정 시험을 통해 기존에 채
점한 답변 내용 중 무작위로 출제되는 답변 내용들을 다시 채점하여 기존의 정확한 성적 결과와 일정 수준 이상 종일해야만 당일
채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채점자 신뢰도 확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71
민병곤 외(2016), 다문화 시대와 한국의 사회통합-다문화 시대 이주민의 한국어 의사소통, 집문당.
민병곤‧이성준(2016),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의 쟁점과 과제, 국어교육연구 제38집, 67-110쪽.
민병곤 외(2017),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 연구, 국어교육 157, 309-340쪽.
박경래(2013),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기본소양 평가에 대한 고찰-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단계평가를 중심으로, 영주
어문 20, 5-39쪽.
박명선(2007), 독일 이민법과 통합정책의 외국인 차별에 관한 연구, 韓國 社會學Vol.41 No.2, 한국사회학회.
박성원‧신동일(2015), 언어시험의 사회정치적 역할 연구: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에 관한 대중매체 자료를 기반으로, 다문
화교육연구 제8권 제1호, 49-75쪽.
박성혁 외(2016), 다문화 시대와 한국의 사회통합-다문화 관련 법률 및 제도, 집문당.
박윤자(2013), 한국과 일본의 다문화 관련제도 비교 분석 한국복지실천학 회지, Vol.5 No.2
박재현(2015), 화법 평가의 쟁점과 발전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50(2), 7-25쪽.
박진경·임동진(2012),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 -캐나다와 호주를 중심으로 -, 韓國政策學會報, 제21권 2호, 한국정책학회.
박창균(2018), 말하기 평가 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8권 제3호, 819-837쪽.
오문경(2018), 한국어(KSL) 능력 평가와 일본어(JSL) 능력 평가 도구 비교 연구-말하기 영역을 중심으로-, 2018 국제한국언어
문화학회 학술대회, 67-76쪽.
오정은, 김경미, 송석원(2014), 대한민국 귀화적격심사 제도 개선 방안 연 구: 혼인귀화적격심사를 중심으로, IOM 이민정책연구
원 연구보고서.
원미진‧황지유(2018), 언어능력 평가로서의 말하기 평가 내용 연구-한국어 말하기 평가 개발을 위한 국내외 말하기 평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제75호, 한국문학언어학회, 45-78쪽.
윤희원·서혁(2010).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도영(2010), 말하기 평가 목표와 평가 기준 설정 방안,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논총 제30권 제2호, 30-2, 19-35쪽.
이미혜(2015),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과정의 현 위치와 발전 방향,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한국어교육
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미혜(2016), 고용허가제 특별한국어능력시험 문항 분석 및 TOPIK 문 항과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이미혜(2016), 이민자 사회통합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Foreign languages education, Vol.23 No.1, 한국외국어교육학회.
이선주 외(2009),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 (III) :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다각적 협력체계 증진
방안 총괄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009-6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진석 외(2016), 다문화 시대와 한국의 사회통합-다문화 시대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 교육, 집문당.
전영기·최은수(2014), 사회통합을 위한 호주의 이민정책과 이민자 정착지원 프로그램-성인이민자영어교육프로그램(AMEP)을 중
심으로-, 평생교육 · HRD연구, 제10권 2호,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HRD연구소.
정원기(2015), 한국어능력시험의 말하기 평가 도입 방안 제안–ACTKL-OPI의 말하기 평가를 중심으로, 465-497쪽.
정호선(2016), 한국내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상명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항록 외(2010),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 개발 연구,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 연구 보고서, 서울:법무부
조항록(2013),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어교육 실제와 개선 방안 - 주요 교육 실시 체계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24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허영식․정창화(2012), 프랑스와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비교분석, 한독사회 과학논총, 제22권 1호, 한독사회과학회.

72

<토론> “이민자 대상 구술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시론”에 대한 토론문
심상민(경인교육대학교)

본 발표문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연구로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구술평가의 유
형의 적절성을 살펴본 연구입니다.
한국에 정착하는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 이민자 대상의 다양한 한국 사회 정착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입니
다.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능력 중 하나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국 사회에 진입하
고 적응하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능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민자들에게는 한국어로 듣
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녀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하
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와 문화의
이해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이민자 대상 구술 평가의 타당성을 살펴
본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술 평가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형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이민자들이 갖추어야 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평가
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에 일조한다는 측면과 앞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교육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측면에
서 의의가 있습니다.
본 발표문에 드러나 있는 연구자의 논지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발표문에서 궁금했던 지엽적인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
의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평가 영역은 적절한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시험 평가 영역이 2010년에 읽기, 이해하기, 대화하기의 3단계에서 2017년 개편 시 5개 항목
으로 늘어났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 있지 않은데, 5개 항목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표 6]과 관련하여 발음, 정확성, 유창성, 담화구성 능력, 논리적 구술 능력의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5가지 영역이
2017년에 개편된 평가 영역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평가 영역의 적절성, 즉 다섯 가지 평가 영
역의 층위가 대등한지, 그리고 이 다섯 영역이 구술 평가 영역으로서 적절한지 등에 대한 연구자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평가 문항별 배점, 소요 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가?
이미 본문에서 평가 문항별 배점, 소요 시간, 문항 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과제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따라
배점, 소요 시간 등을 달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는지요? 연구자가 생각
하는 바람직한 개별 문항 구성과 배점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신다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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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입니다.

3. 이민자 언어 사용역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이민자 대상의 구술평가에서는 이민자 언어 사용역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연구자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
의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한국은 이민자 언어 사용역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항 내용 구성이나 채
점 기준표 설정 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도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이민자 언어 사용역(이에 대한 논의도
많지 않으나)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연
구자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이민자 대상 언어 사용역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그것을 고려
한 문항 내용이나 채점 방식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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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목적 학습자들의 과제수행 평가를 위한 루브릭 개발 연구
-학습자 중심 발표 과제수행 모형을 중심으로강란숙(한국외국어대학교)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는 대학에 진학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문목적 발표 과제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루브릭 개발 방안
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한국어 교육 학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계에서는 이들
이 대학 수업에서 요구되는 학업 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이와 관련된 논의들을 전개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학문목적 대상에 따라 학습의 개
념이나 목표 등이 정립되지 않은 채 발표하기와 같은 과제수행 방법을 혼재된 학문목적 학습에 관한 연구로 다루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1)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민병곤･이성준(2016)에 의하면 기존에 학문목적 말하기 능
력에 관한 교수･학습 영역은 일반 목적과 특수 목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특히 평가의 측면에서 구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학문목적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는 구체
적인 학문목적 학습 대상의 영역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구인 설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학문목적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인된 한국어 능력 평가로는 대표적으로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이 있
다. 하지만 지현숙(2004:360)에서는 아쉽게도 이 시험이 객관성이나 공정성 그리고 편이성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
고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평가 방법 면에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습 성취와 동기 및 태도를 되돌아보는 수
행평가를 대안적 평가로 도입하여 학업 성취도 면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의 실력을 점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 역설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이경숙(2010)에서도 역시 학문목적 학습 영역에서는 학습자들이 학습자 중심에서 그들의
학습 동기와 학습 성취도를 살펴볼 수 있는 적절한 수행평가 방식의 평가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어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학문목적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 방안에서도 학습자 스스로 학습 동기와 흥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수행평가에 관한 기준이나 방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수행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우정민(2013:1)에
서는 학습자들이 고급 수준의 한국어 숙달도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내용 범주에 관한
1)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들은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업수행과 관련된 학문목적 한국어를 배우며, 학
문목적 교육 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한국어 학습 내용에 관한 것에서부터 대학(원)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데 쓰이는 전공영역에 이
르기까지 매우 넓은 범주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다룬다(최정순･윤지원, 2012:132). 하지만 이러한 학문목적 교수･학습의 영역은 연
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이견들이 논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령, 최정순(2006:282)에서는 학문목적 교수･학습의 기점을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단계(threashold level)’로 설정하고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은 학습자들이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최종적인 학습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한국어 학습에서 필요한 영역들을 공통적으로 배우는 것으로 규정하는 반면, 박석준(2008:30)에서는 학문목
적 한국어 학습 영역을 공통, 교양, 전공 영역으로 구체적으로 나누고 이중 공통 영역에서는 한국어를 기초에서부터 중･고급에 이르
기까지 일반적인 한국어 사용에 관한 것을 배우고 나머지 두 개의 영역에서는 대학에서 교양 과목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영
역을 배우는 것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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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학습자 중심에서 학습 내용과 단계별 학습 수준을 이해하는 과정도 중요하며
이는 반드시 교사와 학습자가 수행하는 일련의 협동적이며 상호작용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학습
자 중심의 수행평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지한다. 최근 외국어로 교육 연구에서는

학습자 중심 학습 방법의 효율

성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부각됨에 따라 학습자 중심에서 학습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학습 단계별로 성취감을 측
정할 수 있는 자가 평가 기준이나 방법에 관한 논의들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이러
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최근 외국어 교육 연구에서 수행평가와 관련하여 대안적 평가로 주
목되고 있는 루브릭(Rubric)을 학문목적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발표 수행평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문목적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학문목적 한국어 과제수행 평가를 위한 루브릭 개발 범주
2.1. 학문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학문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평가’ 영역에 관한 연구는 교수･학습에 관한 방법론적 논의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
구가 미흡하다. 그런 가운데 최근 학문목적 한국어 관련 평가 연구에서는 평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 한 논의들이 제기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재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는 아직 공인된 말하기 평가를 위한 적절한 도구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문목적 학습 영역의 말하기와 관련해서는 평가에 관한 논의들이 중요한 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는 점이다. 이는 외국어 교수･학습의 주요 목표가 의사소통 문제해결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과제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는 학문목적 학습자들이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상미(2009)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 과정에서 필요한 말하기 평가 능력의 범주와 과제 그리고 기능
목록 등을 세분화 하여 대학에서의 언어사용 맥락을 고려한 말하기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또한 최정순･윤지원(2012)에
서는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학문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 전반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교수･학습 면에서 구체
적인 방향 설정을 위하여 학문목적 한국어의 구체적인 개념 정립과 단계별 한국어 능력 측정을 위한 자료 및 평가 도구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민병곤･이성준(2016:89-90)에서는 최정순･윤지원(2012)에서와 같은 견해에서 학문목
적 말하기 능력의 개념을 입학 자격 조건으로서의 기준과 실제 학문목적 한국어 말하기 과제해결 능력으로 나누어 교육
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방향 설정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학문목적 한국어 평가 연구
들에서 다룬 학문목적 한국어 말하기 능력의 개념들이 일반목적 한국어 능력의 상위 수준과 강의 시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해결 능력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용어 사용의 혼란은 평가의 구인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맥락에서 요구되는 언어를 상정하여 평가의 구인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논의들이 학문목적 학습을 위한 방향 설정에 관한 문제들을 다룬 것이라면 이와는 대조
적으로 실제적인 측면에서 학문목적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의 방향성을 제시한 논의들도 볼 수 있는데, 대
표적으로 정다운･손다정(2013)에서는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언어 사용 기술이 프리젠테이션 활용
방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학습자들의 PPT를 활용한 발표 사례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이 청중과 소통하는 PPT 활용 기
반 발표능력 향상에 관한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다. 또한 김상경･박동호(2014)에서는 학문목적 학습자 대상 한국어 말하기
평가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평가의 과제 유형을 제안하고 다국면 라쉬모형을 적용하여 학문목적 한국어 평가 문
항으로서 이들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채숙희(2016)에서는 학문목적의 한국어 발표 교육의 내용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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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학문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재와 한국인 학부생용 발표와 토론 교재를 비교･분석 하고 학문목적 발표교육 내용에
서 보완해야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홍은실 외(2016)에서는 한국에 유학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문목적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 도구를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대학 입학 전･후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 변화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병곤 외(2017)에서 다룬 평가의 기능과 문항을 개발하고 평가 도구를 검증한 연구와 학문목적
학습자들이 학업 수행 과제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설득적 말하기 능력이라고 본 이정연(2016)에서는 외국어로서
의 말하기 평가 연구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참고하여 설득적 말하기의 총체적 평가 기준표를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학문목적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하기 평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내용적인 면과 방법적인
면에서 평가의 방향성이나 발표하기 등과 같이 학문목적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언어사용 기술에 관한 평가의 방
법이나 필요성을 논의한 연구들은 진행되어 왔으나 아쉽게도 이들 연구는 대부분이 교사 주도로 진행되는 평가 방식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전개되어 수행평가소서의 평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에 한계가 있다. 수행평가는 무
엇보다 학습자 중심에서 다양한 수행결과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교사와 학습
자들이 상호 협상과정을 통해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이를 과제 수행에 사용하면 학업성취나 학습동기가 향상되는 문제
(한지영･이용환, 2004; 우정민, 2013:3에서 참고)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최근 외국어 교육 연구에서
대안적 평가로 주목받고 있는 루브릭에 관한 관련 연구 자료들을 검토하여 대학에서 재학중인 학문목적 외국인 유학생들
의 발표 수행과제 평가를 위한 루브릭을 마련하고자 한다.

2.2. 학문목적 발표 과제수행 평가의 목표와 구인
2.2.1. 학문목적 발표 과제수행 평가의 목표
대학의 학문 목적 상황에서 수행되는 발표 과제수행은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발표 수행 과제와는
차이가 있다. 대학에서 수행되는 발표 수행과제는 발표자가 자료를 읽거나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사
고하며 사고의 과정과 내용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구어로 실현하는 일련의 총체적인 과정(정
명숙･최은지, 2007; 김민재, 2004, 이영준, 2013:594에서 참고)으로서 학술적 차원의 논리적인 사고 활동에 가깝다. 따라
서 발표 수행과제 평가는 일차적으로 발표자가 주어진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해결해 가는가에 주
목하며 관련 전공 분야의 학업 성취에 관한 정보들을 적절하고 다양하게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였는가에
주목한다. 특히 발표수업은 발표자가 준비된 내용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개하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발표자만의 수행과
제로 인식되지만 사실 학술적 상황에서 전개되는 발표는 발표자가 발표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들과 함께 관련 주제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심도 깊게 토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는 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비판적 사고 표현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의 대상은 발표내용 뿐만 아니라 발표 과정에 투입되는 이러한 발표자의 노력과 더불어 발
표 과정에서 청중들로 참여하는 동료 학습자들과 다양한 관점에서 발표 내용들을 논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 상고작용 과
정의 의미로 협력학습의 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발표 수행과제에서 학습자는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교육의
측면에서 교육의 중심이 되며(이영준, 2013:594)이러한 것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 과제수행은 발표자가 준비한 자료들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일종의 비판적 사고훈련 과
정의 결과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실 한국어 모어화자인 한국 대학생들조차도 어려워하며 발표 수행과제에서 의미 있게
토론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발표 수행과제에 관한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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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않고 평가 기준이 대부분 교실 수업에서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 평가 과정이나 결과
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 면에서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이다(Herman, Ashbacher, Winters, 1992;
Baron & Boschee, 1995; Baker, 1992). 따라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문목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발표 과제수행 평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학습자들의 협력학습을 통한 비판적 사고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전략과 토의 안내 및
모델링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며(강승희, 2013:172) 발표 과제수행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이영준, 2013:594).

2.2.2. 학문목적 발표 과제수행의 구인
발표 평가자는 학습자가 발표 준비 과정에서 언어의 4가지 활동에 해당하는 말하기와 듣기 그리고 읽기와 쓰기에 관한
언어활동 능력뿐만 아니라 전략 사용에 관한 것들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이영준, 2013:595에서 참고). 이를 위
해서는 먼저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구인을 설정해야 하는데, 민병곤･이성준(2017:90)에서는 학문목적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하기 평가의 구인을 관련 논의들을 참고하여 다음에서 제시되는 <표 1>에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1> 학문목적 말하기 평가 구인과 대상(민병곤･이성준, 2017:90에서 인용)
연구
한상미
(2009)
박광진
(2010)
권수현
(2013)
심재경
(2014)
김상경
(2015)
박선윤
(2015)
권순용
(2015)

구인(평가, 범주, 채점기준)

대상

언어적 능력(음운·담화, 화용적 능력, 사회언어적 능력)
내용 구성, 과제수행력, 어휘·문법, 발음과 억양, 상호작용

과제 수행 능력, 논리·사고력, 언어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 능
력, 전략 사용 능력
문법적 능력, 담화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전략적 능력, 과제 수행 능력,

논리 사고력
문법적 능력, 담화적 능력, 전략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과제 수행 능력

한국 대학진학 목표 유학생
대학수학 과정에서 요구되는 말하기 활동 과정
수행 역량 확인
진학 목적 학습자 및 학업 부진 유학생
한국의 대학(원) 생활 및 학업과 관련된
한국어
유학생 및 유학목적 한국어 학습자

언어적 능력(발음, 어휘, 문법, 담화적 요소), 화용적 능력(담화 구성 능력,

대학진학 목적 한국어 학습자

사회·문화적 지식), 인지적 능력(논리·사고력, 과제·수행력)
내용 구성, 과제수행력, 어휘·문법, 발음과 억양, 상호작용

진학 목적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수업

위의 학문목적 말하기 평가 구인과 대상에서는 학문목적 학습자들의 학습 대상에 따라 평가 구인 요소들을 조금씩 다
르게 나타내고 있다. 제시된 구인 요소들에 따르면 학문목적 학습자 영역은 크게 대학 진학 목표 유학생과 대학(원)에 재
학중인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언어사용 능력을 평가를 위한 구인으로 설정하였으며 특히 대학 진학 목적을 위한 유학생
들과는 다르게 대학 수학에 관한 영역에서는 과제 수행능력과 논리 사고력에 관한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중요한 구인으로
설정하여 이들 요소들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이자 평가의 중점적인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구인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문목적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과제 수행 평가의 구인이 구체적으
로 어떠한 요소들을 중점적인 평가 요인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평가의 방법이 교사 주도적인지 학습자 주도적인지 등과
같은 평가의 구체적인 범주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내용들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번에는 학문목적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 과제 수행 평가에 관한 평가 범주들을 살펴보면 학문목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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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설득에 관한 발표 평가의 범주를 제시한 이정연(2016)에서는 <표 1>에서 제시된 구인 설정과 비교해 볼 때 대체
로 구체적인 평가의 범주들이 세부적으로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2> 설득적 말하기 평가 범주
평가의 범주
어휘

언어적 능력

문법

발음

이정연
(2016)

내용

담화적 능력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는가?

다양성

어휘를 다양하게 사용하는가?

정확성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하는가?

다양성

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하는가?

정확성

발음과 억양이 정확한가?

유창성

머뭇거림 없이 발화 속도가 자연스러운가?

타당성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타당한가?

적절성

상대방의 주장에 적절하게 대응하는가?

다양성

제시한 이유와 근거가 다양한가?

논리성

제시한 근거와 이유가 논리적인가?

일관성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가?

논리성

내용 전개가 논리적이고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적절성

결속장치 및 전형적인 표지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유창성

이야기 전개가 의사소통에 제한을 주지 않을 정도로 유창한가?

사용역

적절성

격식에 맞게 공식적인 말투를 사용하는가?

공손성

적절성

설득적 말하기에 적절한 공손법을 사용하는가?

구성

사회언어학적 능력

정확성

또한 서진숙(2014)에서 보면 평가의 기준을 분석적 평가와 총체적 평가로 나누고 이중 분석적 평가에 관한 영역들은
<표 1>에서와 마찬가지로 평가의 구인 요소들을 언어적인 사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초점에 맞추어 이를 평가 구인으로 설
정하였으며 반면 총체적 평가는 분석적 평가와는 다르게 학습자들이 발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나타나는 발표의 형
식, 내용, 태도 등에 관한 요소들을 평가 항목으로 제시하여 이를 구인으로 설정하였다.

<표 3> 발표 과제 수행 평가 범주

서진숙
(2014)

분석적 평가

- 발음(발음, 억양), 정확성(문법, 어휘), 담화구성 능력, 유창성, 과제수행능력, 사회언어학적인 능력

총체적 평가

7 완벽하게 효과적인 보충 자료를 가지고, 주된 쟁점을 탁월하고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관련된 주장을 흥미로운 방
식으로 제시(주장이 화자의 견해와 효과적으로 관련)
6 관련된 주장을 흥미로운 방식으로 제시(주된 쟁점을 효과적인 보충 자료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그 쟁점은 화자 자
신의 견해와 연계)
5 관련된 보충 자료를 통해 주장이 잘 제시(화자의 견해에 그러한 주장을 관련시키고자 하는 시도)
4 주장 제시(단, 채점자가 주된 쟁점과 보충 자료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주된 쟁점은 근거가 빈약할 수 있음.
그러한 쟁점의 관련성이 모호할 수 있음. 주장이 화자의 견해와 관련되지 않을 수 있음)
3 주장이 제시되어 있지만, 관련성, 명료성, 일관성, 또는 근거가 부족할 수 있음(주장이 화자의 견해와 관련되지 않
을 수 있음)
2 주장이 부적절하게 제시되어 있고 뒷받침된다. 주장들 간에 관계가 없을 수 있음(화자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더라
도, 그 관련성을 알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음)
1 정보를 구성하는 몇몇 요소가 제시되어 있지만 주장이 제시되어 있지 않거나 주장이 주로 관련성이 없음.

반면 이영준(2013)에서는 앞서 살펴본 평가의 요소나 기준들과는 다르게 학습자 중심에서 발표 과제수행에 대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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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스스로 자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항목들을 평가의 범주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4> 발표 능력 자가평가 지표
과제수행

- 요구되는 내용 범주 처리 평가
(예) 수험자에게 자신의 전공 설명 요구
(전공 설명에 필요한 내용 범주 설명 평가)

주제
이영준
(2013)

- 요구되는 기능이나 과제 수행 평가
(예) 통계 자료 제시, 설명, 분석(설명과 분석 기능 수행 평가)

내용구성

- 적절한 발화 단위로 담화 구성 평가 (결속성·응집성)

어휘･문법

- 문법과 어휘 사용 평가(정확성, 적절성)

발음

- 자연스러운 발음과 어조사용 발화 평가

유창성

- 자연스러운 발화 산출 평가 (속도, 풍부화, 정교화)

사회언어학적 능력

- 담화의 장르적 특성에 맞는 격식(register)사용 평가

이상에서 제시된 학문목적 말하기 평가의 구인 설정에 관한 연구들에서 제시된 내용들에 대한 특징을 정리해 보면 발
표 수행과제의 평가를 위한 구인 설정은 학문목적 학습자들의 학습 대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평가 방법 면에서도 총
체적 접근과 분석적 접근에 따라 평가의 방법과 내용기술 면에서 구인 설정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강승희
(2013:172)에 따르면 이와 같이 학문목적 학습 상황에서 요구되는 논리･사고력에 관한 발표 수행 과제는 학습자가 혼자
과제를 수행하는 것보다는 협력학습을 통해 비판적인 사고를 함양시키는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는 보통 논리적인
사고 훈련에 사용되는 논술의 형태와 유사하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목표에 따라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한 발표 과제 수행 평가의 구인을 이영준(2013)을 참고하여 주장(주장,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 내용구성, 언
어(어휘(학술용어)･문법･표현(논리적 표현)), 유창성(발음, 목소리와 톤), 태도 등으로 나누고 여기에 학습자 중심의 루브
릭 개발 단계를 제시한 Goodrich(1996)(김정덕, 2009:35-36에서 참고)를 참고하여 논리적인 내용 전달에서 필수적인 항
목인 주장, 주장의 이유,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 구성 등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추가하여 루브릭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루브릭 평가 기준은 루브릭의 척도 기준에 따라 성취단계2)를 나타내는 4(숙달된), 3(부분적으로 숙달된), 2(발전하고 있

2) 루브릭 구성 요소는 학습자들의 수행 역량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각각의 수행 수준에 맞추어서 가능한 자세하고 세분화된 표현들
로 묘사해야 한다.
구성요소

<표 5> 루브릭 구성 요소(김영천, 2007:207)
내용

과제서술

･연구과제
- 과제서술은 교수자에 의해 만들어 지며 학습자들이 해야 하는 몇 가지 종류의 수행을 포함한다.
- 과제 : 교실 활동에서 제시되는 특별한 연구 과제의 형태(교실에서 기대되는 행동, 적절한 실험 계획안의
사용, 참여 등과 같은 전체적인 행동 등을 포함)

성취단계

･성취의 수준이 가능하며 등급의 형태
- 성취단계는 제시된 과제들을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를 몇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는 것
- 수행수준 기술 용어
: ‘숙달한’ , ‘부분적으로 숙달한, ’ 발전하고 있는‘ 등과 같은 단어 사용을 통해 학습 수준이 낮은 수준을 평
가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에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면에서 잠재적인 가능성을 심어주는
동사들로 표현.

과제의 영역

･기능 분류, 과제에 관련된 지식
- 과제 구성요소들의 비중과 세분화(포인트나 백분율)
- 학습자들이 성공적인 작업을 하는 데 결합해야 하는 기술의 유형으로 표현(단 영역에 수행의 질을 표현하
는 말을 넣을 필요는 없으며 학습자들의 작업의 질에 대한 표현은 지적 수준의 서술 부분에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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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미흡한) 등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학문목적 학습자들의 발표 수행과제 평가를 목적으로 루브릭을 개발
하고자 하므로 발표 수행과제 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발표 중 행하는 ‘태도’3)에 관한 항목도 기존의 말하기 평가 항
목에 추가하였다.

3. 학습자 중심 발표 과제수행 평가와 루브릭
3.1. 루브릭의 개념과 형태
1) 루브릭의 개념

루브릭(Rubric)의 개념은 ‘rubrica terra’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기에는 인간의 판단을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달 수단(한지영, 2004)이라는 의미가 잇다. 오늘날 루브릭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학습 내용이나 수행 과
제와 관련하여 드러낸 결과물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통적 관점의 평가 방법의 대안으로 개발된 채점 방
법이자 학생의 수행 결과물의 수준을 판단하는 특성 때문에 결과표현 평가 도구(김영천, 2001)로도 불린다. 전통적으로
평가의 개념은 점수와 같은 수치화된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루브릭을 사용하는 수행평가는 학습의 수행 결
과를 점수가 아니라 평가 내용을 상세화한 루브릭으로 제시되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평가방법과는 구별된다. 또
한 평가의 준거나 평가 내용에 대하여서도 해당 항목들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도 설
득력 있게 받아들이게 된다.
배호순(2000)에서는 루브릭을 활용한 수행평가 실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 성취
도 확인 및 학습 발달 단계 점검을 강조’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루브릭 평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어느 정도
의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면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루브릭의 장점이 학습자 중심의
수행평가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평가 도구의 특성이나 채점 기준 및 응답 방법 등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예측된 범위 내에서 수행 과제를 능동적이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자신이 준비한 지식을 충분
히 표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김수동 외, 2005) 따라서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루브릭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
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학습자 수평 평가를 위한 도구 활용으로서의 장점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수행 수준에 대한 특징이
명시적으로 상세화 되기 때문에 학습자 스스로 구체적인 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교사
가 이에 대한 분명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향후 수행능력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도록 함으로써 상호간에 합리적으
로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루브릭은 외국
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생소한 개념지만 루브릭은 한국어로 실시되는
각 활동 단계의
구성에 대한 설명

- 이 영역은 과제의 모든 범주를 포함
- 점수 안내 루브릭
: 그 해당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행 특징 기술을 포함

3) ‘태도’에 관해서는 이영준(2013)에서 발표태도와 복장에 관한 항목을 발표 수행과제 평가를 위한 자가평가 항목으로 제기하고 있다.
‘발표 태도’ 항목에서는 자신감, 자세, 표정, 예의, 열정, 카리스마, 협력(공동 발표의 경우), 자료준비를 위한 노력, 웃는 것을 설정
하였으며 ‘복장’에 관해서는 복장, 이미지, 외모 등을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영준(2013)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의
타당성에 동의하지만 이중 복장에 관한 것은 개인의 자유 및 선택과 관련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는 루브릭 개
발에 항목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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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운영의 공교육 현장과 국･내외 다른 외국어 교육 연구에서는 암기를 통한 지식 습득에 의존하는 지필 방식의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평가로 학습자 중심의 수행평가(performance assessment)의 영역에 활용되
고 있으므로 학문목적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 수행과제 평가 도구로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본다.

2) 루브릭의 형태

루브릭에는 기본적으로 학습 활동과 관련된 영역과 수행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 그리고 영역별 평가의 수치나 척도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가 포함된다. 수행평가를 위한 루브릭은 평가 방법에 따라 분석적, 총체적, 특성적 유형으로 나
뉘며 이는 다시 수행평가 목표에 따라 종합적, 발달적, 분석적, 주제적 등의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하여 사용된다.

[그림 1] 루브릭 분류 기준
<표 6> 루브릭의 형태(우정민, 2013:18-19에서 참고)
형태

방법
･ 수행 결과를 개발된 몇 개의 단계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방법
･ 학습자의 수행 결과를 수준을 나타내는 개념에 비추어 점수화 함.

종합적 루브릭
☞ 단계 1 또는 단계 3 등으로 개념화 : 단, 학습자의 수행이 갖는 의사소통, 종합력, 글쓰기 등과 같은 종합적 특징은 개별적
평가준거가 아니라 단계라는 준거 속에서 종합적으로 설명됨.
･ 학습자의 수행의 성취 준거 기반 수행 결과 수준별 평가 방법
분석적 루브릭
☞ 몇 개의 평가 영역이 항목으로 제시되어 학습자의 수행 수준 결정
･ 발달적 관점에서 학습자의 수행의 수준 평가 방법
발달적 루브릭

☞ 학습자의 수행을 어떤 수행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발달의 단계에 기초하여 평가(예, 초보적인 수준에서 전문적인 고등 단
계) : 학교의 교과 목표나 교육내용 숙달의 수준 등에 비추어 단계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님.
･ 교과의 단원이나 교과 내용에 기초하여 루브릭 제작 방법

주제 루브릭

☞ 특정 교과 내용이나 주제에 대하여 학습자가 이해 과정을 평가하기 위하여 만드는 루브릭(가장 구체적인 루브릭)
☞ 교재의 단원에 대한 평가 방법
☞ 교실 수업에서 교사에게 효과적으로 수용되는 루브릭

기존에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서는 이정연(2016)에서와 같이 이상에서 제시된 평가 방법 중 분석적 평가와 총체적 평가
의 장･단점을 고루 반영하여 다루고 있으며 이 둘을 서로 분리하여 분석적인 평가 방법을 선호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논술을 위한 분석적 루브릭을 개발한 Goodrich(1996:1)의 기준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학문목적 발표 과제수행의 구
조와 가장 근접하다고 판단되어 학습자 중심 발표 과제수행 평가를 위한 기준을 이영준(2013)과 Goodrich(1996)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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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3.2. 발표 과제수행 루브릭 개발
루브릭 개발 시 준거 설정은 너무 지나치거나 특정한 과제 중심의 항목이나 내용들을 구성하지 않고 적어도 4가지 정
도의 성취 수준을 목표로 제한된 수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할만한 중요도와 준거를 사용한다.

<표 7> 학문목적 발표 과제 수행 평가 루브릭
준거
주제
언어

유창성
주장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
내용
구성

태도

수행수준
4
나는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
한다.
나는 어휘(학술용어), 문법
등을 명료하고 정확하게 사
용했다.
나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
을 자신감 있게 크고 분명한
목소리 톤으로 말한다
나는 나의 주장을 이야기하
면서 쟁점을 함께 설명한다.

3
나는 주제를 소개하지만 이 주제가
왜 중요한 지 설명하지 못한다.

2
나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이야기 한다.

나는 어휘(학술용어), 문법 등을 사
용했지만 정확하지는 못했다.

나는 어휘(학술용어), 문법 등을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나는 나의 주장을 지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한다/

나는 나의 주장을 지지하는 이유를
말하지만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강한 어조로 서론에서 시작
하고 중간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해 주며 결론
을 잘 마무리한다.
나는 발표 시 청중을 바라보
며 정중한 태도로 전달력 있
게 말했다.

나는 목소리 톤은 좋으나 포즈와
떨림이 있어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나는 주장을 하지만 나의 발표의 쟁
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나는 가끔 청중들을 보고 말을
하나 목소리가 떨려서 대본을 자
주 본다.
나는 주장을 이야기하다 주장과
관계가 없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나는 나의 주장을 이야기하지만
관련이 없는 지지 내용을 이야기
한다.

1
나는 내 주제가 무엇인지 모른
다.
나는 어휘(학술용어), 문법 등을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을 사용
했다.
나는 대본을 보고 기계적으로
이야기 한다.
나의 주장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한다.
지난 나의 주장을 지지하는 이
유를 말하지 못한다.

나의 발표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
식을 잘 갖추었다.

나의 발표 내용 구성은 가끔 주
제에서 벗어난다.

나의 발표는 구성이 잘 안 되어
있다.

나는 발표 시 가끔 청중을 바라보고
청중과 눈이 마주치며 이야기하지만
바로 청중의 시선을 피한다.

나는 발표 시 가끔 청중을 바라
보지만 긴장하여 청중과 눈이 마
주치면 바로 대본을 본다.

나는 발표 시 청중을 거의 보지
못하고 대본과 PPT만 본다.

본고에서 개발한 발표 수행과제 평가를 위한 루브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이해 및 표현력 수준：교수자는 루브릭의 각 항목의 접수들을 합산함으로써 학생들의 해당 수준을 4, 3, 2, 1로 결
정할 수 있다.
② 발표 구조에 대한 수행 ：교수자는 발표 과제수행 내용과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학습자가 인식하고 있는 발표 과제
수행에 대한 구조적 인식과 발표 내용인 전공 지식에 대한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③ 전문 용어 사용에 대한 분석：학습자가 발표 시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용어에 대하여 기록하여 추가적으로 학습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④ 자신감：교수자는 발표 과제 수행 시 학습자의 유창성을 판단함으로써 발표 과제수행 시 영향을 주는 정의적인 요
인들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다.
⑤ 태도：학습자들의 발표 태도를 관찰함으로써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표 시 청중에 대한 의견 전달력에 문제가 되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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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고는 지금까지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한 발표 수행과제 평가에 초점을 두어 학습자 중심의 루브릭을 활용하기 위한
루브릭 개발 방안을 논의하였다. 루브릭 평가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발표 수행과제에서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들
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발표 수행과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들과 노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목적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루브릭 개발 및 활용을 통해 발표 수행과제
평가의 활용 사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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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학문목적 학습자들의 과제수행 평가를 위한 루브릭 개발 연구
-학습자 중심 발표 과제수행 모형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영란(강원대학교)

이 연구는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교실에서 수행하는 발표 시 활용할 수 있는 루브릭을 개발하고자 한 시도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의문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여, 연구자가 고심하는 부
분에 대한 논의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1절 선행연구 검토에서 이 연구가 가지는 문제의식은, 기존 연구가 교수자 중심의 평가 방향이나 방법에 대한
논의였기 때문에 학습자 또는 학습자들의 학습 과정을 반영한 또는 학습자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논구하겠다는 것으
로 읽었습니다. 그러면 연구 내용은 <표 7>과 같은 채점기준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표 5>와 같은 수행 과제의 성격,
성취 단계, 과제의 영역, 각 단계 활동 구성에 대한 고민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중요한 것
은 이 연구가 제시하는 루브릭은 어느 정도의 추상성 수준을 담보해서, 개별 교실의 평가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구체성을 띠면서도 동시에 어떤 맥락의 평가 상황(발표 평가)에 대한 보편적, 일반적 수준에서의 체계적 평가도구로
써 의의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연구로서 의의가 있을 듯합니다. 현재 <표 7>에서 제시한 루브릭이 과연 그런
역할을 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듯합니다.
둘째, 용어의 문제입니다. 평가 범주, 평가 구인, 평가 준거. 지표 등의 용어가 조금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지 않나 합니
다. 구인은 어떤 평가도구가 있을 때 그 평가도구가 측정하는 평가요소들을 중심으로 평가구인을 밝힐 수 있는 것일 텐
데요, <표 1>에서 각 연구들이 제시한 것은 개별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이나 채점기준을 뜻하는 바가 아닐 런지요?
<표 3>의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는 언급하신 바와 같이 평가방법이고 총체적 평가의 1-7은 평가등급 또는 평가점수
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표를 평가범주라고 제목 붙이기 어려울 듯합니다. 또한 <표4>의 평가 지표와 평가 범주는 어떻
게 다른 것인지요?
셋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 중심의 루브릭 개발이라면 <표5>에서 제시한 루브릭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 과제
구성 등등의 요소가 들어 있는 것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7>에 왜 갑자기 발표 내용이 설득적인 내용인
것으로만 구성되었는지, 논의가 생략되어서 그런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이 논문은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교실에서 발표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인지, 전공 교실에서 발표하는 것을 상정하는 것인지요?) 학문 목적
의 한국어 학습자가 교실에서 발표하는 상황에서의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발표 상황에 걸맞는 구체성과
전술한 바와 같은 추상성과 일반성, 보편성을 담보한 것일 때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장과 쟁점, 주장을 지지하는
이유’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은 본래 연구 취지에 비해 매우 미세해진 결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소상히 설명해야
하는 발표에는 다른 루브릭이 필요하게 됩니다.
넷째, 논문에서 제시한 루브릭과 관련하여 몇 가지 더 의문이 있어 이어가겠습니다. 내용 구성에서 서론에서 왜 강한
어조로 이야기해야 할까요? 유창성과 태도 범주의 3, 2, 1점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실 서로 겹치는 내용이지 않은가 싶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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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리고 <표7>에 제시한 일곱 가지 평가 범주와 루브릭의 특징 다섯 가지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 런지요? 둘의 관계
에 대한 설명이 소략하여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는 특징 다섯 가지가 루브릭의 어떤 지점들을 설명해 내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논문을 읽으면서 든 의문 몇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연구자의 의도를 곡해하거나 오독한 부분이 있다면 혜량해 주십시오. 토론장에서는 연구자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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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과제 분석을 통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평가 연구
-비학위 과정 학습자와 학위 과정 학습자의 말하기 평가 비교를 중심으로신필여(서울대학교)

1. 들어가며
대학 수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보면 2018년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2016년
104,262명에서 2017년 123,858명 그리고 2018년 현재 142,20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1>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수
학위과정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소계

비학위
과정

합계

2018

3,729

52,368

21,429

8,510

86,036

56,169

142,205

2017

2,264

43,702

18,753

7,313

72,032

51,826

123,858

2016

1,846

37,098

17,282

6,878

63,104

41,158

104,262

연도

* 국내 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재적 외국인 유학생 수
* 비학위과정은 어학 연수생, 교육과정공동운영생, 교환연수생, 방문연수생, 기타연수생 포함
출처: 교육통계정보서비스사이트(https://kess.kedi.re.kr)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은 일반생활에서 필요한 언어 기능의 영역에 있어 차이
점이 존재한다. 특히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말하기 기능은 논문 발표와 토론과 같은 학술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학문 목적을 위해 대학이나 대학원에 수학 중인 학생들은 강의 내용이
나 부여된 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한국어
능력이 학문 목적 수학을 위한 수준에 맞게 길러지지 않아 개인적인 발표의 어려움과 조별 준비 활동의 어려움 그리고
평가자인 교수자의 수업 운영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문적인 목적의 학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들이 필요
한지 실제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타당하게 검증하기 위한 평가 요소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
지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교실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것의 해결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지를 확인한다는 점
은 유의미하다. 한국어 학습자가 학술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고 한국어 학습자가 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이것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것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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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학 진학이나 대학 수학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 말하
기 평가 과제를 분석하여 말하기 평가 내용과 방안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학습자들의 말하기 평가 성취 목
적에 부합되게 과제와 내용이 설정되고 수업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기 수업 과제와 실제 수업 운
영 그리고 이것의 평가가 유기적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둘째 일차적으로 첫 번째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 토론과 같은 학술적인 말하기 기능을 학생들이 실제로 말하기
평가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학위 과정 학습자와
학위 과정 중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말하기 평가 내용과 방식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비학위 과정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고급 수준의 학생들이 학술적인 말하기 수행에 필요한 기능의 사용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말하기 평
가 문항을 검토하여 말하기 평가의 실용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그다음으로 이것이 실제 학위 과정 말하기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학위 과정 중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문 목적을 위한 말하기 평가 내용 개발에 실제적인 지침으로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로서의 과제 유형
2.1.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과제 관련 선행 연구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 수학 목적에 적합한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교육 현장 적용이 가능한 교육 내용의 마련과 교육 과정 이수를 위한 대학 수학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점
검 그리고 입학 후에 학습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현재 학교마다 입학 자격 조건이 TOPIK 2급~3급을 요구하거나 TOPIK 3급 또는 4
급 이상의 수준으로 그 기준은 다르기는 하나 평가 영역의 대상이 듣기·읽기·쓰기라는 점에서 학문 목적을 위한 말하기
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학문 목적 말하기는 유학생들이 담당 교수나 함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학문 담화 공동체의 일원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말하기 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떠한 언어 능력을 갖추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을 바
탕으로 실제 학업 수행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말하기 과제 유형과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방식의 연
계로 이 둘의 관련성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학문 목적 말하기와 관련한 과제는 평가 내용 구성과 관련된 것으로 요구 분석 조사나 말하기 교재 분석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교재 분석을 통한 연구로 박선옥(2009:393-394)은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재를 교재의 외적
구성과 내적 구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그중 말하기 영역 구성 부분에서 학습자가 세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
(task)가 학업 수행을 위한 적절한 활동인지를 살펴보았다. 과제 수행을 위해 장르적 관점에서 말하기 종류를 발표하기,
토론하기, 논의하기, 상담하기, 면접하기, 인터뷰하기 등을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
중 발표하기와 토론하기는 대상이 되는 교재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과제 유형으로 비중이 높으므로 학문 목적
말하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그것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윤신애 외(2010:166-169)는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말하기
과제에 대한 요구 분석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유학생 90명을 대상으로 과제의 필요성, 어려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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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말하기 과제와 관련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하기’와 ‘발표 후 질문에 대답하기’를 어려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이 학문 목적 말하기 수행에 있어 발표하기와 관련된 과제들의 중요성과 과제
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의 교육적 처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홍은실(2015:196)의 발표하기 논의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 논문은 최근 유학생들이 학문 공동체 일
원으로서의 발표를 하는 것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 논의로 발표하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 내용을 다룬 연구이다. 논의
에서 학문 목적을 위해 말하기 영역에서 발표하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담화 공동체 차원에서 지식을 생성
하고 창조하는 언어 행위이기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기학습한 표현들을 단순히 실현하는 것으로는 본연의 의미가 충
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일반 목적의 발표하기에서 이루어지는 말하기 활동의 수준을 넘어 담화 유형과 목
적 그리고 학업 수행에 맞는 내용과 형식들을 교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채숙희(2016)는 그간
학문 목적의 발표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들이 한국어교육 내에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논의되기보다 포괄적인
성격으로 다루어졌음을 지적하며 발표 교육의 내용에 대한 논의를 교재를 분석함으로써 논의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학
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재는 발표 준비와 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제 발표 수행 및 평가와 관련된 교육 내
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교육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상에서 학문 목적 말하기 수행을 위해 어떠한 과제들이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
해 교재 분석과 요구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는 학문 목적 말하기 평가 과제를 위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실제적
인 과제 선정의 중요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2.2.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과제 관련 교재 분석
2.1.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과제 내용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학업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어떠한 교육 내용들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영역에서 학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한국어 교육 상황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학문 목적
말하기 교재들의 말하기 과제 내용을 분석하여 이것이 어떻게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남신혜(2017:141-142)는 현재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
였다. 첫째,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문 목적’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접근한 ‘대학 한국어’ 교재이다. 대학이나
대학원의 수학을 목적으로 일반 목적의 한국어 말하기 교육 내용과 달리 특수 목적에 맞추어 대학 수학 능력 향상에 주
안점을 둔 교재이다. 둘째로 학술적인 기능에 중점을 두고 특정 기능 개발을 위한 교재이다. 발표하기나 토론하기와 같이
학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내용 습득을 위한 방법들과 내용들로 구성된 교재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 인문

등의 각 전공 영역별로 핵심 내용이 중심을 이룬 교재로 내용 중심의 학문 목적 교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학술 기능에 초점을 두어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전공 영역별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도 아니기에
‘학문 목적’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말하기’ 교재 4종의 말하기 과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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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분석 대상 교재
교재명

기호

출간기관/저자

출판연도

유학생을 위한 대학 한국어1 말하기·듣기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2008

유학생을 위한 대학 한국어2 말하기·듣기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2009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

㉰

김중섭·최문석

2014(3쇄)

서울대 한국어 플러스 학문 목적 말하기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8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육 전반적인 학업 수행의 경험을 위해 사용되는 교재들은 발표하기와 토론하기와 같은 특
정 학업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한 교재들과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었다.
먼저 ‘㉮’ 교재의 경우 듣기와 말하기 통합 교재로 전반부는 듣기 영역에 대한 내용이 후반부는 말하기 영역에 대한 내
용이 제시되어 있다. 자기소개, 한국인의 결혼관, 바람직한 식생활, 조기 교육, 성격 형성의 요인, 명절과 풍속, 통신언어
의 사용, 사건과 사람, 광고 비평, 기업과 성공 전략이라는 10가지 주제 영역과 관련하여 말하기 활동으로 수행될 수 있
는 세부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교재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다.

<표 3> ‘㉮’ 교재의 말하기 주제 및 과제 기능
과

주제

과제 기능

1과

자기소개

소개하기, 인터뷰를 통한 정보 얻기

2과

한국인의 결혼관

조사하여 발표하기, 조사 결과 말하기, 의견 말하기

3과

바람직한 식생활

다른 의견 제시하기

4과

조기 교육

찬반 토론하기, 찬성과 반대 근거 말하기, 의견 말하기

5과

성격 형성의 요인

찬반 토론하기, 설명하기

6과

명절과 풍속

조사하여 발표하기, 설명하기

7과

통신언어의 사용

찬반 토론하기, 특징 설명하기, 찬성과 반대 근거 말하기

8과

사건과 사람

조사 발표하기, 설명하기, 평가하기

9과

광고 비평

광고 비평하기, 평가하기, 의견 덧붙이기

10과

기업과 성공 전략

조사 분석 발표하기, 조사 의견 말하기

‘㉮’ 교재는 주제 영역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제가 1차적으로 제시가
되어 그 기준에 따라 기능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크게 설명하기, 토론하기, 발표하기, 의견
말하기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교재의 경우 중급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다른 교재들과 달리 보다 미시적인
기능을 제시한 것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말하기 과제 기능을 제시한 ‘㉰’ 교재가 있다.

<표 4> ‘㉰’ 교재의 말하기 주제 및 과제 기능
과

담화 유형

과제 기능

1장

말하기에 대한 이해

-

2장

공식적인 대화하기1

상담하기

3장

공식적인 대화하기2

면접하기

4장

공식적인 대화하기3

인터뷰하기

5장

대중 앞에서 말하기에 대한 이해

-

6장

대중 앞에서 말하기 1

자기 소개하기

7장

대중 앞에서 말하기 2

설명하는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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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대중 앞에서 말하기 3

감동을 주는 말하기

9장

대중 앞에서 말하기 4

주장하는 말하기

10장

그룹으로 말하기

토론하는 말하기

미시적인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 교재와 비슷하나 담화 유형을 크게 공식적인 대화하기, 대중 앞에서 말
하기, 그룹으로 말하기로 상위 범주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의 교재의 특징이 발화 장면을 중심
으로 1차적으로 분류가 되고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것과 차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와 ‘㉰’의 교재는 말하기의 하위 기능을 포함하여 관련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와
‘㉱’는 보다 상위 기능의 영역에서 말하기 과제 기능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에서 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핵심적인 기능은 발표, 토론, 토의로 볼 수 있다(남지혜, 2017:144). 앞서 살펴본 교재들
의 내용인 미시적인 기능들이 포함된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하기 과제 기능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발표하기의 경우 학문 목적 말하기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대상이다. 발표 주제에 따라 정보 말하
기, 조사 내용 설명하기 등의 하위 기능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과제 해결 능력을 위해 집단 성격으로 그룹 말하기가 이
루어지는 과제 기능이나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는 말하기로서의 토
론 또한 그 과정 중에 설명하기, 의견말하기, 조사 내용 결과 말하기와 같은 기능이 포함될 수 있기에 앞서 제시한 ‘㉮’와
‘㉰의 교재보다는 상위의 기능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 교재를 살펴보면 ‘㉯’ 교재의 경우 ‘㉮’ 교재보다는 높은 단계에서 학습하게 되는 교재로 10개의 주제에 따라
교재 구성이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된 말하기 활동의 경우 발표하기와 토론하기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발표하기의
기능은 4개로 토론하기의 기능은 6개로 나누어져 있다. 발표하기의 경우 단계별로 발표 준비 과정을 포함하여 발표 내용
을 조직화하는 방법 그리고 개요 및 보조 자료를 활용 방법과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PPT 자료 작성과 활용까지도 말
하기 활동 내용에 포함하고 있었다. 토론하기의 경우 주제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토론에 필요한
자료 요약하여 말하기, 찬반 토론을 위한 근거 자료 찾아 말하기,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여 말하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 요청하여 말하기 등의 세부 말하기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토론의 주체가 아닌 청중으로서의 말하기
기능도 제시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 교재의 말하기 주제 및 과제 기능
과

주제

과제 기능

1과

성공한 인물

발표하기, 발표문 도입부 작성하여 말하기

2과

사형제 존폐

토론하기, 요약해서 말하기

3과

여가 활동

발표하기, 자료를 시각 자료로 만들기

4과

영화의 예술성과 상업성

토론하기, 근거 찾아 말하기

5과

한국의 상징

발표하기, 발표 내용의 구조/순서 나타내기

6과

법과 인정

토론하기

7과

역사를 만든 발명

발표하기, PPT 및 보조 자료 만들기

8과

생명 윤리

토론하기

9과

미인 대회

토론하기

10과

집회의 자유와 기본권

토론하기, 청중으로서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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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의 경우 토론하기와 발표하기의 상위 기능을 중심으로 발표하기와 토론하기의 개념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고 연습 활동들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이기에 표본 텍스트 분석을 통해 발
표문의 형식이나 구조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발표하기를 위해 발표 주
제 정하기, 발표문 개요 작성하기, 발표문 작성하기, 발표 준비 및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말하기 과제 활동에 핵심 내용
임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 교재를 살펴보자. 가장 최근에 출간된 교재로 대학 수학에서 요구되는 기능과 장르를 중심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네 권으로 구성된 교재 중의 하나이다. 학문 목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접할 수 있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발표하기’, ‘토론하기’, ‘토의하기’, ‘면담하기’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 교재의 말하기 주제 및 과제 기능
과

주제

과제 기능

1과

공부의 의미

발표-도입하기

2과

공장식 축산과 동물 윤리

발표-연결하기

3과

표준어와 지역어

발표-참고 자료 활용하기

4과

예술과 삶

발표-마무리하기

5과

문학과 시대정신

발표-청자와 소통하기

6과

소비자와 마케팅

발표-질의 응답하기

7과

환경과 에너지

토의-의견 제안하기

8과

청년과 정치

토의-상대방 고려하여 말하기

9과

제주의 풍경

토의-진행하기

10과

역사 속의 리더십

토론-입론하기

11과

미래 기술과 인류

토론-주장 강화하기

12과

스마트 시대의 의사소통

토론-반론하기

13과

복지의 길

토론-반박하기

14과

행복의 조건

토론-마무리 발언하기

15과

적성과 진로

면담-면담하기

‘㉱’ 교재는 크게 말하기 과제 수행 영역이 ‘주제 말하기’와 ‘과제 말하기’로 나누어져 있었다. 주제 말하기의 경우 인
문, 사회, 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15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주제별 말하기 활동을 통해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함께 되어 있었다. 과제 말하기 영역에서는 발표와 토론의 비중이 교재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학문 연구에
필요한 기능이 발표와 토론에 주안점을 두고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교재 내용이 구성되어 있
었다. 그 외에 면담이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다른 교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징이다. 앞서 윤신애
(2010:168)의 요구 조사 결과에서도 교수님와의 학업 관련 면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상당수의 유학생들이 교수자와
의 면담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면담’이라는 것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하기도 하나 학업 및
연구 목적으로도 사용빈도가 높기에 주된 기능 안에 포함한 것은 이 교재에만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었다.

2.3.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과제 기능 유형
2.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재 내용을 분석하여 본 결과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의 기능
은 구체적인 하위 기능과 하위 기능을 포함하는 학술적 상황에서 수행되는 상위 기능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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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교재 분석을 통해 과제의 유형을 정리해 보았다면 그 다음으로는 대학 수학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
로 하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평가 도구 개발의 중요성을 구체적인 평가 과제 유형으로 고찰한 논의들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학문 목적 말하기 평가 연구 연구에서 과제 선정 및 평가 도구 개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평가 체계의 부재 때문으로 민병곤·이성준(2016:91)에서도 이러한 문
제의식을 제기한 바가 있다.
이에 학문 목적 말하기 평가 과제를 연구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과제의 유형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한상미(2009:220-221)에서는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대학 입학 전 즉 비학위 과정의 학생들을 위한
과제 목록을 제시하였다. 과제·기능을 제시할 때 발화 맥락과 발화 대화 상대자까지 고려하여 제시하였는데 그중 발표,
강의 수강, 토론 및 세미나의 과제 기능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한상미(2009:221)의 학문 목적 말하기 과제 기능 분석
담화 상황

과제·기능

발표

발표하기
소개하기, 설명하기, 묘사하기, 동의하기, 반대 의견 말하기,
질문하기, 질문에 대답하기, 보충 설명 요청하기, 내용 확인하기

강의 수강

공식적인 소개·설명하기, 동의하기, 반박하기, 질문하기, 설득하기,
요구하기, 제안하기, 보충 설명 요청하기, 반대 의견 말하기,
내용 확인하기, 질문에 대답하기, 요약하기, 의견 말하기

토론 및 세미나

<표 7>을 통해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 과제 구성을 위해서는 피평가자들이 직면하게 될 담화 상황과 그에 따
른 요구 사항을 구체적이고도 다면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김상경(2015)에서는 학문 목적 말하기 평가 개발
을 위한 과제 유형 설정을 ‘강의 듣고 요약하여 이야기하기, 토론에서 의견 말하기, 표나 그래프 보고 발표하기’를 평가의
과제 유형으로 설명하였다.
남지혜(2017)는 비학위과정의 학문 목적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과제 기반 접근의 말하기 평가 도구
를 개발해 보고자 하였다. 남지혜(2017:144-146)는 학문 목적 말하기의 기능을 크게 발표하기, 토론하기, 토의하기로 나
누고 그것을 상위 기능으로 제시하여 의견 말하기, 사실 말하기, 창조하여 말하기의 하위 범주를 설정하여 기능을 세분화
하였다. 이는 말하기 과제에서 요구되는 내용들을 귀납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각각의 하위 기능 또한 그것을 수행하기 위
한 세부 기능으로 다시금 분류하여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학문 목적 말하기 과제 기능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학문 목적 말하기 과제 기능 분석
상위 기능

-

발표하기

-

토론하기

하위 기능

-

사실 말하기
해석하여 말하기

근거 말하기
주장 강화하기

제안하기
의견 조정하기

요약하여 말하기
소개하기
종합하여 정리하기

찬성하여 말하기
반론/반박하기
마무리 발언하기

토의 진행하기
의견 정리하기

…

-

토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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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경우 학업 수행에 요구되는 학술적인 상황이 고려된
발표하기와 토론하기 그리고 토의하기를 중심으로 과제가 1차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능
의 경우 발표하기는 사실 말하기 기능의 설명하기를 중심으로 한 하위 기능으로 토론하기와 토의하기의 경우 의견 말하
기 기능을 중심으로 평가 과제가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3.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실제
지금까지 논의한 학문 목적 말하기 평가를 위한 과제 유형 분석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S대학의 언어교육원 정규 과
정의 고급 과정인 5급과 6급의 평가 과제와 대학 수학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반의 평가 과제 그리고 비교를 위해 학위 과
정에 개설된 S 대학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하기 강의의 평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비학위 과정의 고급 말하기 평가 실제
먼저 S대학의 고급 과정인 5급과 6급은 하루에 4시간씩 10주 동안 200시간을 이수하는 과정이다. 말하기·듣기·읽기·쓰
기의 통합형 교재를 사용하여 강의가 이루어지고 평가는 한 학기에 2회 이루어진다. 말하기 평가 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9> 급별 말하기 평가
말하기 평가 과제

급

중간·기말 말하기 시험
 낭독하기

5급

 질문 듣고 대답하기
 시각 자료 활용한 말하기
 의견 말하기
 공식적인 말하기
 비공식적인 말하기

6급

수행 평가
 토론하기
 발표하기
 토론하기

 기사 내용 요약하여 말하기
 그림 보고 말하기

 발표하기

 시각 자료 활용한 말하기

5급의 경우 낭독 시험이 고급 말하기 과제로 제시되어 있으며 주된 과제는 인터뷰 형식의 질문 듣고 답하기와 설명하
기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각 자료 활용하여 말하기 그리고 주제에 대한 의견 말하기가 시험 과제 유형에 포함되어 있
었다. 또한 학기 중에 주제를 선택하여 시간에 맞추어 발표하는 발표하기와 팀을 구성하여 주제를 선택하여 토론하는 토
론하기 과제가 말하기 평가 과제로 사용되고 있었다.
6급의 말하기 시험의 경우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먼저 공식적인 상황에서의 말하기 과제와 비공식적인
상황의 말하기 과제로 상황을 고려한 말하기 과제가 제시되어 있었다. 이는 고급 학습자들이 상황에 따라 말하기 수행이
달라짐을 실제로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상황에 맞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으
로 기사 내용을 요약하여 말하기 과제는 6급 수업에서 매주 실시되는 신문 수업의 평가 항목으로 관련 기사에 대한 요약
과 그것에 대한 의견 말하기가 주요 평가 대상이 된다.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드는 과제와 시각 자료 활용하여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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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6급 말하기 평가 과제이다. 6급 역시 토론 과제와 발표하기 과제가 평가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3.2. 학위 과정 이수를 위한 학문 목적 말하기 평가 실제
앞서 살펴본 비학위 과정의 말하기 평가의 경우 개별 과제 유형에 맞게 평가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과제
유형에 따라 설명하기 능력을 평가하는지 의견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지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발표하기와 토론하기의
경우 학문 목적 말하기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말하기, 의견 말하기 등과 같은 하위 영역의 평가 기능
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에서는 발표, 토의, 토론과 같은 학술 말하기 기능들이 중요함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것의 실제적으로 교수-학습 내용에 이러한 것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S 대학의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
어 강의는 기능별 수업으로 진행되어 말하기 수업이 다른 영역과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평가에 있어서
는 주제에 대한 1:1 말하기, 발표하기, 1:1 토론하기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문 목적 말하기 평가 과제에 대한 부분
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수업과 평가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평가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
다. 대학에서 말하기 강의에서 평가를 위해 UCC 동영상 만들기와 같은 과제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이 또한 학문 목적 말
하기 평가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나오며
이 글에서는 비학위과정에서의 한국어 말하기 평가와 학문 목적을 위한 말하기 평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문 목적 말하기 교재의 과제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의 말하기 평가 과제의 대상이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
보았다.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그에 따른 중요성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이에 관
련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구 성과가 기대된다.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가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하위 기능들을 어떻게 통합하여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비학위과정에서 말하기 과제에서 요구되는 기능들과 학위 과정에서 학
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능들이 어떻게 효과적이고 연계될 수 있을지, 또한 어떻게 교육적
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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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말하기 과제 분석을 통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평가 연구
-비학위 과정 학습자와 학위 과정 학습자의 말하기 평가 비교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지애(서울사이버대학교)

국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습자가 늘며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의 초창기에는 당장의 학업 수행의 결과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쏟
아져 나왔고, 비교적 말하기 교육에 관한 연구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가 더욱 자리를 잡아가면서 학업 수행의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발표와 토론 등 말하기 과제 수행 및 평
가에 관한 연구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발표자의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가 아닐 수 없다. 하
지만 발표문 상으로는 연구가 아직 완료되기보다는 진행 중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발표자의 의도, 혹은 연구 과
정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 이에 대한 질문을 통해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의 정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서론을 통해 이해한 바로는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재에 제시된 과제 유형을 분석하여 그것이 실제 평가와 연동되고 있는지, 혹은 연동될 수 있는지 여부
를 살펴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실제로 비학위 과정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와 학위 과정 학습자 대상 말하기 평가의
내용과 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이 각각의 평가가 타당한지 검증해 내는 것이다. 발표문의 2장은 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논의이며, 3장은 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논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토론자의 견해로는 이 두 가지 연구 목적은 한 논문 안에 담기에는 다소 범위가 크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 연
구 목적을 달성하려면 교재 분석을 통해 과제 유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실제 평가에서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교육과 평가가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말하기 평가가 설계되어야 하
는지 비판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 발표문에서는 <표 8>에서 과제 유형을 정리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으나
이후에 그것이 평가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 것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두 번째 연구 목적을 달성하려면 실제
두 가지 평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면밀하게 비교분석을 해야 할 것이며, 타당성 검증 작업 역시 별도의 연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발표문의 3장이 미완이라서 과연 이 부분이 연구로 완성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발표자께서 혹 연구를 하시면서 이 두 과정을 모두 연구에 담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각각의
논문으로 발표하시기를 감히 권해 드린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보면 발표자께서 나름대로 마음 속 결론으로 가지고 계신 어떠한 말하기 평가의 모습이 있으신 것
같다. 아마 <표 8>이 발표자가 이 연구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기틀이지 않을까 추정해
본다. 그런데, 발표문 상에서는 아직 논의가 거칠게 이루어지고 있어, <표 8>의 도출 과정을 논리적으로 알아낼 수가 없
다. 이 표가 어떻게 도출이 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서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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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하시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 비학위과정의 평가와 학위과정의 평가를 비교 분석한다고 했는데, 실제 발표문 상으로는 한 기관
의 운영 사례를 사실적으로 소개만 해 놓았을 뿐, 전혀 비교, 혹은 분석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구두로라도 발
표자께서 두 과정의 평가를 비교하시고자 한 의도와 그 결과를 분석적인 시각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토론자의 궁금증이
다소 해소될 것 같아 답변을 요청 드린다.

분과

2
구인별 말하기 평가

사회 : 이수미(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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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말하기 평가 구인에 관한 교사 인식 연구
-영어 말하기 평가 구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박정화(연세대학교)

1. 서론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1997년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해마다 토픽 시험에 응시하는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시행 첫 해 2천 6백 여 명이 응시한 이후 2006년 10만 여 명이 응시했고, 2018년 현재 누적 지원자 수는 2백만 명이 넘
어섰으며 누적 합격자 수도 백만 여 명을 돌파했다(TOPIK 홈페이지, 2018).1) 국내외에서 토픽 시험의 인지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말하기 영역을 제외한 듣기, 읽기, 쓰기 세 개 영역만 지필 시험 형태로 진행되고 있
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능력을 좀 더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물론 한국어능력시험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도 말하기
시험의 실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2012년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관한 1차 연구가 진행되었고 2018년 현재 5차 연구가 진행
중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간의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말하기 평가 시행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어 말하기
능력 시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려면 더 많은 후속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현직 한국어 교사가 인식하는 말하기 평가 구인에 관한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인(construct)이란 심리적 특성이
나 행동 양상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존재를 가정하는 심리적 요인을 뜻한다(성태제, 2002). 언어 평가에서의 구인은 추상
적이고 관념적인 인간의 언어 능력을 이루는 구성 요인을 선택적으로 조작하여 목록화 한 것을 의미한다(지현숙, 2006,
2017). 구인은 평가 도구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서 시험 개발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연구와 조사를 바
탕으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영어말하기 시험의 경우 이민, 유학, 취업의 다양한 이주 목적을 지닌 이주자들의 실제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
하기 위해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영어말하기 능력 평가가 시행되었다. 대표적인 공인 영어말하기 시험으로
ACTFL_Speaking, TOEIC_Speaking, IELTS_Speaking을 들 수 있다. 이들 시험은 말하기 시험 개발초기부터 현재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집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험의 질과 수준이 관리되고 있고 평가 체계 역시 상당히 전문적이고 구
체적이다. 이상의 세 가지 영어말하기 시험의 경우 영어라는 동일한 언어를 평가하고 있지만 말하기 평가 구인은 시험마
다 차이가 있다. 각 시험마다 평가 구인이 다르므로 말하기 평가 문항, 평가 방식, 성적표 제시 방식 또한 모두 차이가
있다. 이는 평가에서 구인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국내 한국어 교육은 교육부의 일괄적인 주도하에 시행된 영어교육과는 달리 현장의 수요에 의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
당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즉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언어교육이었던 샘이다. 현재까지도 국내의 한국어 교육은

1) 연도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현황 2018 (http://www.topik.go.kr/usr/cmm/subLocation.do?menuSeq=2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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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각 대학교 부속 어학 교육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육과정과 평가 체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말
하기 평가는 아직 공인 기관의 말하기 평가가 시행되고 있지 못하므로 각 교육 기관에서 진급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개
발한 평가 루브릭(rubric)2) 등을 바탕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한국어 교육 기관의 지향점, 성
향, 교육 목표 등에 따라 우리나라 한국어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말하기 평가 구인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말하
기 평가가 시행된다면 시험 채점, 문항 개발, 채점자 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어 교사들 간의 구인에 관한 인식이
조율되어야 함은 물론 구인에 관한 합의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어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말하기 평가
영역의 구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별 구인에 대해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말하기 평가란 무엇이며, 구인은 어떠해야 하며, 그리고 숙달도별 구인간
의 비중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실제적인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영어말하기 평가 구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말하기 평가 구인 설정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말하기 평가 체계 일반에 관한 연구이
다. 둘째, 말하기 평가 구인에 관한 연구이다. 셋째, 한국어 말하기 평가 채점 및 채점자 관련 연구들이다.
첫째, 한국어 말하기 평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말하기 평가의 목적, 체계, 타당도 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있다.
이영식(2004)은 외국어 말하기 시험 유형 및 방법을 분석한 후 컴퓨터 기반 한국어 말하기 시험의 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관해 연구했고, 한상미 외(2009)는 컴퓨터 기반 한국어 말하기 평가 방식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문항 개발, 평가 방
식 등의 문헌 연구를 수행했다. 박동호(2012)는 CBT/IBT에 기반 한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를 했다. 원미진·황지유(2018)는 국내외 외국어 말하기 시험들의 목적, 외적 구성, 문항, 시험 주제, 평가 구인을 분석
한 후 일반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 적용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로는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을 실시한 홍은실 외(2016)와 학문 목적 말하기 평
가 도구 개발의 목적, 시험 진행 방식, 문항 등의 쟁점에 관해 연구한 민병곤 외(2017)의 연구가 있다. 컴퓨터 기반 말하
기 평가 타당도에 관한 연구로는 일반목적 한국어 초급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평가 문항을 개발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이미혜 외(2017)의 연구와 미국 Brigham Young 대학에서 개발한 말하기 평가 소프트웨어를 국내 한국
어 교육기관 학습자를 대상에게 적용하여 말하기 평가를 실시한 후 CBT와 면대면 평가 간의 안면 타당도 등을 검증한
이향(2016)의 연구가 있다.
둘째, 말하기 평가 구인에 관한 연구가 있다. 김정숙(2004)은 중급 학습자에게 서술형 담화 문항 유형을 활용한 준직접
평가 방식의 말하기 시험을 실시한 후 한국어 말하기 평가를 위한 구인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 과제 수행과 내용 구성 능
력을 하나의 구인으로 설정해야 하며 그 외 담화 능력, 상호 작용 능력, 구어 전달 능력, 사회 언어적 능력 등의 7개 구인
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정숙의 연구는 한국어 경력 교사들의 다소 주관적인 평가에 기반 한 것으로서 구인 간의 상관관계
등을 파악하는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어 말하기 평가 구인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

2) 루브릭(rubric)이란 국내에서는 서술식 평가척도(채점표)로 번역되었고(백순근, 1999), 이 외 채점 기준, 채점 지침, 또는 채점 가이
드라인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준거 등을 수준별로 나열한 서술식 평가척도인 루브릭은 숫자
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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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창성 관련 연구이다. 이정희(2010)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와 외국인 한국어 화자 발화를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인
모어 화자집단, 한국어 초임 교사 집단, 한국어 경력 교사 집단과의 유창성에 관한 인식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모어 화자
는 발화 내용과 형식에 초점을 두고 유창성을 평가한 반면 한국어 교사는 발화 형식과 표현 방법(발음, 억양, 실제적 어휘
사용)에 초점을 두고 유창성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어 교사로서 최소 3년 이상의 교직 경험이 있어
야 한국어 교사로서의 직관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향후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 집단 간의 인식
차이 등을 비교할 때 고려할 만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한국어 말하기 유창성의 주요 개념
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문헌 분석을 통한 말하기 유창성의 범주를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점 기준표를 개발하
여 채점자 간 신뢰도를 분석한 김나미·김영주(2017)의 연구가 있다. 연구 결과 채점 자 간 유창성 개념에 대한 합의된 인식
부재 등으로 채점자 간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평가 채점 전 충분한 채점자 교육
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속 연구로 유창성 개념을 광의와 협의의 두 개로 구분한 후 유창성 지표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타당화 작업을 실시한 연구가 있다(김나미·김영주, 2018). 연구 결과 어휘, 문법, 발음, 속도 및 더듬거림/반복/휴
지, 억양/강세/리듬 등이 유창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음 구인의 채점자 성향을 분석한 이향
(2012, 2013)의 연구 결과 채점 교사들 간의 교육 경험과 개별 지식 정도에 따라 채점 성향에 차이가 있었다. 향후 한국어
말하기 평가가 시행과 동시에 채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채점을 수행할 게 될 한국어 교사들의
말하기 구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합의 과정일 것이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한국어 말하기 평가 구
인에 대한 한국어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말하기 평가 채점 기준이나 채점자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강승혜(2005)는 고급 학습자들의 토론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고급 수준 말하기 평가를 위한 채점 기준을 개발했다. 그 외 국내 교육 기관에서 실시 중인 말하기 평가 기준
에 대한 조사 연구로는 최은규(2006), 나카가와 마사오미·위햇님(2010) 등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평가 도구 개
발을 위한 제언이나 기 개발된 채점 매뉴얼이나 루브릭 등의 문헌 분석 차원의 연구였고 실제 교사들이 인식하는 말하기
평가 구인에 대한 합의된 개념, 인식, 실제 수행 평가 등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채점자 성향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어 교
사 경력 차이에 따른 발음 구인 채점 성향 연구(이향, 2012, 2013), 한국어 원어민과 비원어민 채점자 간의 채점 성향을
분석한 원미진·김지영(2017), 대규모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서 채점자 성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김지영·원미진(2018)의 연
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 결과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말하기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주요 평가자인 한
국어 교사의 관점에서 진행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한국어 교사들 간의 말하기 평가에 대한 합의
된 인식의 부재도 문제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 교사의 관점에서 말하기 평가 구인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영어 말하기 평가의 구인을 분석한다. 둘째,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다.
영어 말하기 평가 구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표적 공인 영어 시험인 ACTFL_Speaking, TOEIC_Speaking, IELTS_Speaking의
말하기 평가 등급 기술을 분석했다. 평가 등급은 각 영어말하기 시험 주관사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등급체계를 바탕으로 분석했
다. 또한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유럽공통참조기준)과 연구자의 분석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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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시험의 숙달도 별 등위를 맞추어 비교 분석했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말하기 평가 구인을 연구하기 위해 국내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설문은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 된다: 첫째, 한국어 교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배경 변인인 성
별, 교육 경력, 전공, 최종 학력, 한국어 교수 경력을 묻는 문항을 두었다. 둘째, 말하기 구인 일반에 관한 질문들로서 발
음, 유창성, 정확성 등의 말하기 구인에 관한 인식을 물었다. 셋째, 말하기 숙달도 수준별 구인 비중에 대해 물었다. 넷째,
한국어 말하기 평가 구인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물었다. 설문 문항 개수는 총 20개였다.

<표 1> 설문조사 영역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인적 변인
(5문항)

성별, 한국어교육경력, 전공, 최종학력, 한국어 교수 기관

구인 일반
(6문항)

예) (컴퓨터로 진행하는)한국어 말하기 평가에서 정확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➀ 문법 사용 능력(시제, 통사 지식, 화법 등)
➁ 어휘 사용 능력(관용어, 사자성어 등)
➂ 발음, ➃ 문법과 어휘 능력
⑤ 문법과 발음 능력, ⑥ 문법, 어휘, 발음 모두

숙달도별
구인 비중
(8문항)

예) 초급 수준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에서 주요하게 측정되어야 할 구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선택)
➀ 정확성(문법, 어휘), ➁ 유창성(발음, 전달력 등)
➂ 과제 수행, ➃ 논리성, ⑤ 담화 능력

자유 의견
(1문항)

예) 한국어 말하기 평가 구인과 관련한 자유로운 의견을 적어 주세요.

설문 문항은 연구자가 작성하였고, 예비 설문을 수행하여 문항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조사는 구글 설문(Google
Survey)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응답자는 스마트폰이나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에 참여하였다. 마지막 주관식 문항을 제
외한 모든 문항을 필수 문항으로 설정해서 불성실한 응답이나 기타 결측값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본 설문의 조사 대상
은 한국어교육경력이 있는 전, 현직 한국어 교사로 제한했으며 조사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 달간 진행했
다. 총 응답자는 159명의 응답자료를 SPSS 24를 이용하여 기술 통계량과 추정 통계량을 분석한 후 결과를 제시했다.

4. 영어 말하기 시험 구인 분석
본 장에서는 영어 말하기 시험 등급 기술표를 중심으로 말하기 수준 초, 중, 고급에서 기술하고 있는 구인에 대해 분석
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인지도, 타당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대표적인 영어말하기 시험인
ACTFL_Speaking, TOEIC_Speaking, IELTS_Speaking 시험이다. 이 말하기 시험들은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시험의 질, 문항, 결과 처리, 등급 체계 등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말하기 시험만의 독립적인 등급 기술
표가 개발되어 있다.

<표 2> 영어말하기 시험 구분
시험 구분

주관 기관

등급 체계

ACTFL_Speaking

ACTFL

5등급(Novice~Distinguished)

TOEIC_Speaking

ETS

8등급(1~8)

IELTS_Speaking

British Council, IDP Education, Cambridge
Assessment English

10등급(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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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ACTFL_Speaking 시험의 구인 분석
ACTFL(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미국외국어교육위원회)가 개발한 말하기 능숙도
등급 기술은 사전 준비 없는 말하기 시험 상황에서 개인의 실제적인 말하기 능력 수준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현재는 1:1
면대면 방식과 컴퓨터 방식(OPIc)으로 진행 중이다. 말하기 숙달도 수준은 최상위 수준인 Distinguished부터 최하위
Novice 수준까지 다섯 단계로 구분되고 Advanced, Intermediate, Novice 수준은 다시금 High, Mid, Low의 하위 세 단
계로 분화된다.
ACTFL 말하기 등급 기술의 특징은 각 단계의 학습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경계 수준의 능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12개의 세부 등급 간의 숙달도 수준과 능력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등급 기술표에 적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ACTFL_Speaking의 대표적인 구인은 ➀주제(주제 확장 능력 및 범위, 심화 능
력 논리성), ➁역사/문화적 이해, ➂담화 능력(언어 전략, 논리성, 일관성, ➃유창성(머뭇거림, 발화 지속력, 발화 길이, 자
신감), ⑤정확성(문장 구조, 시제 사용, 단어, 어휘 사용 수준), ⑥청자의 이해 정도의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최상
위 수준의 화자는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 논리적, 설득적으로 간결하게 역사, 문화적 지표를 활용한 경제적인 표현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교육 수준이 높은 원어민) 청자와의 자유롭고 수준 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반면 하위 등급의
화자일수록 다룰 수 있는 주제 범위가 상당히 협소하고 발화 길이도 짧으며 (원어민) 청자가 응시자의 발화를 제대로 이
해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ACTFL_Speaking의 대표적인 여섯 개의 구인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표
적인 구인은 주제와 정확성이다. 상, 하위 등급의 화자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주제 이해 범위와 더불어 목표어 문법,
문화적 표현, 어휘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능력이다. 특히 단어-문단 구조-기본적인(간단한) 문장 구조-긴 문장의 담화-담
론으로 화자의 말하기 숙달도 수준에 따른 표현 가능한 능력 수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는 등급 간 경계를 구분 짓는
말하기 숙달도 수준별 능력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표 3> ACTFL 말하기 숙달도 수준별 등급 경계 간 변별 구인 분석
ACTFL 말하기 등급

등급 경계 간 변별 구인

Distinguished/ Superior

- (Superior 수준의 화자는 Distinguished 수준의 화자에 비해) 추상적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경우 모국어 언어패
턴의 영향을 보인다.
- 빈도수가 낮은 문장구조나 빈도수가 높지만 복잡한 문장구조 사용 시 실수를 한다.
*변별 구인: 주제 다양성, 과제 수행, 언어적 정확성(모국어 간섭, 문법 범주, 문장구조)

Superior/ Advanced_High

- Superior 수준의 과제도 수행 가능하긴 하나 다양한 주제에 걸쳐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
- 다양한 주제를 놓고 Superior 수준의 복잡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경우 간혹 말문이 막히거나 적절치 않은 표
현을 구사한다.
*변별 구인: 주제 다양성, 과제 수행, 유창성(지속력, 휴지부), 정확성(어휘 표현)

Advanced_High/ Advanced_Mid

Advanced_Mid/ Advanced_Low

- Superior 수준의 주제를 수행할 때는 대개 연설의 양과 질이 하락한다.
*변별 구인: 유창성(담화 질, 길이)
- (답변은) 눈에 띌 정도의 자기 정정을 보여 Advanced 수준을 겨우 충족시킬 때도 있다.
- 최소한으로나마 지속적으로 Advanced 수준의 과제를 수행할 능력을 보인다.
- Superior 수준의 과제를 수행할 때는 언어적 양과 질이 크게 떨어진다.
*변별 구인: 과제 수행, 유창성(담화 질, 길이), 정확성(자기 정정)

- Advanced 수준의 과제를 상당 부분 수행할 수 있지만, 다양한 주제에서 그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지는 못한다.
- (Advanced 수준의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경우) 적절한 시제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다거나, 문단 길이의 담론
Advanced_Low/ Intermediate_High
을 지속할 수 없다거나, 의미 확장에 실패한다거나,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특징이 있다.
*변별 구인: 과제 수행, 유창성(담화 지속력, 길이, 의미 확장), 정확성(시제,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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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d 수준의 과제나 기능을 수행해야 할 때, 생각을 연결하거나 시제를 능숙하게 처리하거나 돌려 말하
기 등의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Intermediate_High/ Intermediate_Mid
*변별 구인: 과제 수행(논리적 일관성), 정확성(시제), 유창성(의사소통 전략)
Intermediate_Mid/ Intermediate_Low
Intermediate_Low/ Novice_High
Novice_High/ Novice_Mid

*변별 구인: 과제 수행, 정확성

Novice_Mid/Novice_Low

최상위 수준인 Distinguished와 Superior 수준을 변별하는 구인은 주제 다양성, 과제 수행, 언어적 정확성(모국어 간섭,
문법 범주, 문장구조)이다. Superior 수준의 화자는 Distinguished 수준의 화자에 비해 추상적 설명 시 모국어 언어패턴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거나, 문장구조에서 빈도수나 복잡성에 따라 실수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Superior 수준과
Advanced_High 수준 화자의 말하기 능력을 변별하는 구인은 주제 다양성, 과제 수행, 유창성(지속력, 휴지부), 정확성(어
휘 표현)이다. Advanced_High 수준의 화자는 주제를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과 발화 지속력에서 상위 단계 수준의 화자보
다 발화 지속 시간이 짧거나 휴지를 두는 경향이 있다. Advanced_High와 Advanced_Mid 수준을 변별하는 구인은 유창
성(담화 질, 길이)이다. Advanced_Mid 수준의 화자는 Advanced_High 수준의 화자에 비해 담화의 양과 질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Advanced 수준 내에서 세부적인 하위 단계 수준을 변별하는 기준이 언어적 정확성 측면
의 실수나 오류의 상대적인 많고 적음을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응시자 발화의 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Advanced_Low와 Intermediate_High 수준 화자의 말하기 능력 변별 구인은 과제 수행, 유창성(담화 질, 길이), 정확성(자
기 정정)이다. Intermediate_Mid와 Intermediate_Low 수준 화자의 말하기 능력 변별 구인은 과제 수행(논리적 일관성),
정확성(시제), 유창성(의사소통 전략)이다. 이 두 수준의화자의 말하기 능력 변별 구인으로 처음으로 발화 내용의 논리적
연결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Advanced와 Intermediate 수준 화자의 능력을 변별하는 주요 구인이기도 하다. 이 또한 발
화의 질적인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반면 Intermediate_Mid이하 Novice 수준까지의 주요 변별 구인은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언어적 정확성의 하위 요소인 시제, 어휘 적절성이었다.
ACTFL 말하기 시험의 전체적인 특징과 구인 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CEFR과 연구자의 판단을 통해 12개로 세분화
된 ACTFL 말하기 숙달도 수준을 초, 중, 고급의 세 수준으로 범주화 해 보았다.

<표 4> ACTFL 말하기 숙달도 초, 중, 고급 간 구인 분석
ACTFL 말하기 숙달도 수준

주요 구인

고급

Distinguished ~
Advanced_High

-

주제 다양성,
과제 수행,
언어적 정확성(모국어 간섭, 문법 범주, 문장구조, 어휘),
전달의 유창성(발화 지속력, 휴지부)

중급

Advanced_Mid~
Intermediate_Mid

- 전달의 유창성(담화 질, 발화 길이, 담화 지속력, 의미 확장, 의사소통 전략)
- 과제 수행
- 언어적 정확성(자기 정정, 시제, 어휘)

초급

Intermediate_Low~
Novice_Low

- 과제 수행,
- 언어적 정확성(어휘, 시제)

ACTFL 말하기 숙달도 수준을 세 단계로 구분한 결과 각 급간 변별 구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ACTFL 말하기 시험은 전 수준에서 과제 수행과 언어적 정확성을 중요한 구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초, 중, 고급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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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두 구인은 언제나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상위 수준으로 갈수록 언어적 정확성의 하위 구인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
다. 초급에서의 언어적 정확성을 측정하는 구인은 어휘와 시제에 한정되어 있다면 고급에서는 문장 구조, 문법 수준, 모국어
간섭까지로 확장된다. 둘째, 숙달도 상위 수준일수록 평가 구인이 증가한다. 초급 수준에서의 변별 구인은 과제 수행과 언어
적 정확성인 반면, 중급에서는 발화 전달의 유창한 면을 변별 구인으로 추가하여 응시자 발화의 질, 길이, 길이, 지속력 등
을 평가한다. 최상위 수준에서는 주제 다양성까지 추가되어 총 네 개의 구인으로 응시자 발화를 평가하게 된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자면, ACTFL 말하기 시험의 주요 구인은 총 네 가지로서 주제 다양성, 과제 수행, 언어적
정확성, 전달의 유창성이다. 그리고 숙달도 수준별로 변별 구인을 달리하고 있지만 과제 수행과 언어적 정확성은 모든 수
준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구인이다. 즉 ACTFL 말하기 시험은 질문에 맞는 정확한 말하기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4.2. TOEIC_Speaking 시험의 구인 분석
미국 ETS에서 주관하는 TOEIC_Speaking 시험은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영어 말하기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현재 토익 말하기 시험은 CBT(Computer-based Test)방식으로 진행된다. 토익 말하
기 시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5> TOEIC_Speaking 시험 구성
구분

문제 유형

평가 기준(구인)

문항수

문장 읽기

- 발음
- 억양과 강세

2

Question 3

사진 묘사

-

발음
억양과 강세
문법
어휘
일관성

1

Questions 4~6

듣고 질문에 답하기

Questions 7~9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하기

Question 10

해결책 제안하기

Question 11

의견 제시하기

-

발음
억양과 강세
문법
어휘
내용의 일관성
내용의 완성도

Questions 1~2

3
3
1
1

토익 말하기 시험은 1번부터 11번까지 총 11문제가 제시되고 문장 읽기나 묘사하기 등의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문제
부터 시작해서 해결책 제시하기나 비판적인 분석을 통한 의견 제시하기 등의 문제까지 난이도가 높아진다. 토익은 전체
200점 만점이며 1등급부터 최상위 8등급까지 총 8등급으로 영어말하기 수준을 구분하고 있다.
토익 말하기 시험의 구인은 여섯 가지로서 발음, 억양과 강세, 문법, 어휘, 일관성, 내용의 일관성, 내용의 완성도이다.
앞서 분석한 ACTFL 말하기 시험 구인가 마찬가지로 상위 수준으로 갈수록 평가 구인의 숫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ACTFL 말하기 시험과의 차이점은 토익 말하기 시험은 숙달도 전 수준에서 발음, 억양, 강세의 세 구인을 필수적으로 평
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성과 과제 수행 구인을 필수 구인으로 설정한 ACTFL 말하기 시험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토익 말하기 시험의 또 다른 특징은 문항과 측정 구인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1, 2번 문항
은 문장 읽기인데 이를 통해 응시자의 발음, 억양, 강세 등의 언어 전달과 관련한 유창성 구인을 측정한다. 고급 수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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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문항은 의견 제시하기이다. 의견을 제시하려면 설득력, 논리력, 유창한 전달력, 정확한 문장력 등이 필수적인데 이러
한 자질이 모두 평가 구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8개로 구분된 토익 말하기 시험 등급 기준표숙달도를 CEFR과 연구자의 판단에 근거하여 초, 중, 고급의 세 개 급으로
범주화한 후 토익 말하기 등급 기술표에 적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인을 분석하였다.

<표 6> TOEIC 말하기 숙달도 초, 중, 고급 간 구인 분석
TOEIC 말하기 숙달도 수준

주요 구인

7, 8등급

-

유창성(담화 지속력, 의미 확장, 주저함),
과제 수행(요청 응답)
내용 일관성,
내용 완성도,
발음,
억양,
강세,
정확성(문법, 어휘),
소리 내어 읽기

중급

4, 5, 6등급

-

청중에 대한 지각,
과제 수행(요청 응답, 근거 제시),
내용 일관성,
내용 완성도,
발음,
억양,
강세,
정확성(문법, 어휘),
소리 내어 읽기

초급

1, 2,3등급

고급

- 과제 수행(요구 사항 응답),
- 내용 일관성,
- 소리 내어 읽기

토익 말하기 시험의 숙달도를 범주화한 결과 중급과 고급에서는 구인 간의 큰 차이가 없었지만 고급에만 있는 변별 구
인은 유창성의 하위 구인인 담화 지속력, 의미 확장, 주저함 등이었다. 중급에만 있는 구인은 ‘청중에 대한 지각’ 정도로
서 토익 말하기 4, 5 등급에서 언급된다. 초급의 구인은 과제 수행과 더불어 내용 일관성 구인이 설정되어 있는데, 과제
에서 요구한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발화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구인이 내용 일관성이므로 토익 말하기 시험의 제일 중
요한 구인은 과제 수행이라고 볼 수 있겠다.
토익 말하기 시험만의 특징적인 구인으로는 소리 내어 읽기를 단독 구인으로 설정해서 전 수준에서 측정하고 있다. 소리
내어 읽기는 개별 단어의 발음을 포함하여 전체 발화 내에서 억양, 강세 등이 정확한 지 여부, 의미에 맞게 끊어 읽고 적절한
어조로 말하는지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지현숙, 2017). 앞서 살핀 ACTFL 말하기 시험의 경우도 청자의 이해 정도
가 구인으로 명시되었다. 그러나 토익 말하기 시험과의 차이점은 청자의 이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인 ‘소
리내어 읽기’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시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3. IELTS_Speaking 시험의 구인 분석
1989년에 개발된 IELTS 시험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영어 시험 중 하나이다. IELTS 말하기 시험은 1:1 면대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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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된다. IELTS 시험의 듣기, 쓰기 읽기 문제는 응시 목적에 따라 Academic Module과 General Module로 구분되지
만 말하기는 별도의 구분 없이 진행되지만 응시 목적에 따라 제시 문항 수가 달라진다. 이는 IELTS 시험의 언어 사용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읽기, 듣기, 쓰기 영역의 경우 응시자의 영어 사용 환경과 맥락에 있어 일반목
적과 학문목적 응시자 간에 차이가 크지만 말하기는 일정 수준의 숙달도에 이르기 전까지는 응시 목적과 관계없이 일상
적, 개인적, 친숙한 범 주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IELTS 말하기 시험은 0부터 9까지 총 10등급으로 영어말하기 능력 수준을 구분하고 있고 0등급은 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실제적인 말하기 능력에 따른 등급 수준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9단계로 구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ELTS 말하기 시험의 구인은 네 가지로서 유창성 및 응집성, 어휘, 문법 및 정확성, 그리고 발음이다. ACTFL과 토익 말
하기 시험의 경우 문법과 어휘를 정확성의 하위 구인으로 설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IELTS 말하기 시험은 어휘, 문법, 발
음을 각각 단독 구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IELTS 말하기 시험은 전 수준에서 모든 네 가지 구인에 대한 응시자 수준
별 말하기 능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앞서 분석한 두 시험의 경우 상위 수준으로 갈수록 더 많은 구인 별 특징
이 기술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IELTS 말하기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어휘와 발음의 단독 구인 설정이다. 아래 <표 7>과 같이 2급부터 9급까지 전 수
준에 걸쳐 응시자의 어휘와 발음 수준이 기술되어 있다.

<표 7> IELTS 말하기 시험 어휘, 발음 구인 특징 분석
등급

어휘

발음
- 고유 특징대로 정확하고 섬세하게 발음 함
- 전체적으로 유연한 발음을 유지함
- 이해에 별도의 노력이 요구되지 않음

9

- 모든 주제에서 유창하고 정확하게 어휘를 사용함
- 관용구를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사용함

8

-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준비된 다양한 어휘 자원과 유창성을 사용 - 다양한 발음의 특징을 사용함
함
- 아주 간헐적인 실수가 있지만 유연한 사용을 지속함
- 간혹 부정확하지만, 덜 흔하고 관용적인 어휘를 능숙하게 사용함 -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쉬움; 모국어 엑센트가 이해에 아주 소소하게 영
- 필요할 다른 말로 바꾸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
향을 미침

7

-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기 위해 어휘 자원을 유연하게 사용함
- 덜 흔한 관용어를 사용하고, 다소 부정확한 선택을 하지만 스타일과 - 밴드 6의 모든 긍정적인 특징과 밴드 8의 긍정적인 특징이 부분적으
연어에 대한 지각을 보여줌
로 나타남
- 다른 말로 바꾸기를 효과적으로 함

6

- 부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장문으로 주제를 토론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충분히 다양한 어휘력을 갖고 있음
- 전반적으로 다른 말로 바꾸기를 성공적으로 함
-

혼재된 통제 속에서 다양한 발음 특징을 사용함
어느 정도 특징적인 발음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나 지속적이지는
못함
가끔 개별 단어나 소리의 잘못된 발음이 명료성을 떨어뜨리기는 하지
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함

5

- 친숙하거나 그렇지 않은 주제에 대해 다룰 수 있지만 단어 사용 시
- 밴드 4의 모든 긍정적인 특징과 밴드 6의 긍정적인 특징이 부분적으
유연함이 제한적임
로 나타남
- 다른 말로 바꾸기를 시도하지만 성공과 실패가 혼재되어 있음

4

- 친숙한 주제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기 - 제한된 범주의 발음을 할 수 있음
본적인 의미만을 전달할 수 있고 단어 선택 시 오류가 흔함
- 발음의 특징을 통제하려하거나 실수가 빈번함
- 다른 말로 바꾸기를 거의 시도하지 않음
- 발음을 잘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청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움

3

- 개인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단순한 어휘를 사용
- 덜 익숙한 주제에 대해 불충분한 어휘력을 갖고 있음

- 밴드 2의 특징이 다소 나타나지만 밴드 4의 긍정적인 특징이 모두 나
타나지는 않

2

- 분절된 단어나 암기한 발화만을 생산함

- 가끔 발화를 이해할 수 없음

어휘와 발음 구인을 통해 응시자 발화의 유창성과 전체적인 발화의 질을 같이 측정하고 있다. 또한 발음이 별도의 구
인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유려한 표현과 응집력 있는 발화를 했다하더라도 발음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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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다면 상위 수준의 등급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장에서 살핀 영어 말하기 세 가지 시험의 구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세 가지 시험 구인 분석 종합
숙달도

ACTFL
(5개 구인)

TOEIC
(10개 구인)

고급

- 주제 다양성,
- 과제 수행,
- 언어적 정확성(모국어 간섭, 문법 범주, 문장구조, 어휘),
- 전달의 유창성(발화 지속력, 휴지부)
-

유창성(담화 지속력, 의미 확장, 주저함),
과제 수행(요청 응답)
내용 일관성,
내용 완성도,
발음,
억양,
강세,
정확성(문법, 어휘),
소리 내어 읽기

중급

- 전달의 유창성(담화 질, 발화 길이, 담화
지속력, 의미 확장, 의사소통 전략)
- 과제 수행
- 언어적 정확성(자기 정정, 시제, 어휘)
-

청중에 대한 지각,
과제 수행(요청 응답, 근거 제시),
내용 일관성,
내용 완성도,
발음,
억양,
강세,
정확성(문법, 어휘),
소리 내어 읽기

초급

- 과제 수행,
- 언어적 정확성(어휘, 시제)

IELTS
(4개 구인)

-

유창성 및 응집성
어휘
문법 및 정확성
발음

- 과제 수행(요구 사항 응답),
- 내용 일관성,
- 소리 내어 읽기

ACTFL 말하기 시험의 구인은 총 5개이며 정확성과 유창성이라는 대 범주를 설정한 후 숙달도 수준별로 하위 구인을
달리하여 측정하고 있다. 반면 토익 말하기 시험은 정확성은 하위 구인을 설정하고 있지만 ACTFL의 유창성의 하위 구인
으로 포함되었던 발음, 억양, 강세를 별도의 구인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구인은 10개이다. IELTS 말하기 시험의 경
우 전 수준에서 모두 동일하게 4개의 구인을 바탕으로 응시자 발화를 평가하고 있다. 말하기 시험마다 시험 주관 기관이
말하기 평가를 바라보는 관점과 더불어 지향점, 목표 등이 상이하므로 세 시험 모두 영어라는 동일 언어를 평가하고 있
지만 구인 개수, 범주화, 수준별 구인 차등화 등은 상이하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평가 구인에 관한 한국어 교
사들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영어 말하기 구인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5. 한국어 말하기 평가 구인에 관한 교사 인식 분석
5.1. 응답자 변인 분석
응답자 변인을 분석한 결과는<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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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응답자 배경 변인 분석
변인
성별
한국어
교육경력

최종 전공

최종 학력

한국어 교수 기관

쓰기 채점 경력

구분

응답 빈도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여

137

86.2

86.2

남

22

13.8

100.0

7년~10년 이상

79

49.7

49.7

3년~7년

33

20.8

70.5

1년~3년

47

29.5

100.0

한국어 교육

101

63.5

63.5

국어국문학

20

12.6

76.1

인문사회계열

26

16.4

92.5

어문계열

12

7.5

100

석사

84

52.8

52.8

박사과정(수료포함)

40

25.2

78

박사

29

18.2

96.2

학사

6

3.8

100.0

대학부설 어학기관
(공인 기관 포함)

111

69.8

69.8

학부

17

10.7

80.5

지역 센터 등

31

19.5

100.0

없음

120

75.5

75.5

있음

39

24.5

100

총 응답자 159명 중 여성은 86.2%(137명), 남성은 13.8%(22명)였다. 교육경력은 7년에서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숫
자가 전체 49.7%로 가장 많았고, 교육경력 3년에서 7년 이상의 비율도 20.8%였다. 이진경(2014)은 교원 발달 시기를 형
성기인 1~5년, 교원으로서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6~10년, 원숙기와 쇠퇴기의 10년 이상의 3단계로 구분했다. 본
설문 조사 결과 현재 한국어 교사들은 성장과 성숙기에 있는 교사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일반인과 한국어
교사 간의 구어 유창성에 관한 인식을 조사를 한 이정희(2010)의 연구에서 한국어 교사로서의 직관이 형성되기까지 최소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설문 응답 자 중 교육 경력 3년 이상인 교사의 누적 비율이
70.5%이므로 응답자 대다수가 한국어 교사로서의 충분한 직관과 경험을 갖고서 설문에 응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최종 전공은 한국어교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3.5%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석사 학위 소지자가 52.8%
로 가장 많았고,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를 한 예비 박사의 비율도 25.2%였다. 송향근·양순임(2017)의 연구에서
도 석사학위 소지자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한국어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한국어 교사들 대부
분이 교직 진입 후 전공 불일치를 메꾸거나 한국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어 교수 기관은 대학 부설 어학교육 기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9.8% 압도적으로 많았고, 학부에서 가르치는 비율
은 10.7%였다. 현재 국내 한국어 교육은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능력시험 쓰
기 채점 경험에 대해 75.5%가 없다고 응답했다.

5.2. 한국어 말하기 구인에 관한 교사 인식
말하기 구인에 관한 한국어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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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어 말하기 평가 필수 구인에 대해 유창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7%로 가장 높았고, 정확성이 22.7%, 발음
이 18.2%, 내용조직이 7.5%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말하기 평가의 적절한 구인 수를 묻자 과제수행, 정확성, 유창성, 내용조직, 발음이라고 선택한 비율이 50.9%로
서 과반수를 넘었고, 다음으로는 과제수행, 정확성, 유창성, 내용조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였다.
셋째, 구인별 비중 차등화에 대해 묻자 과제수행>정확성>유창성이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과
제수행>유창성>정확성으로 40.3%로 나타났다.
넷째, 발음 구인의 범주에 관한 의견에서는 유창성의 하위 구인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정확성 하위 구인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1.4%, 발음을 단독 구인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0.2%로
나타났다.
다섯째, 말하기 평가에서 유창성의 개념을 묻자 휴지, 간투사, 주저함 등이 없는 자연스러운 발화능력 응답한 비율이
40.3%로 가장 높았고, 수준 있는 어휘, 문법 활용 능력 20.8%, 발음, 억양이 원어민처럼 자연스러운 발화 능력 16.4%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어 교사들이 인식하는 유창성이란 주저함 없이 유려한 어휘와 문법을 활용하여 발화하는 능력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말하기 평가에서 목소리 크기, 자신감 등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절대 다수인 71.1%는 평가에 포함시키지 말아
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자신감, 표정, 목소리 크기, 몸짓언어 등의 요인은 유창성 판단의 주요 근거가 아니었던 이정희
(201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일곱째, 말하기 평가에서 정확성의 개념을 묻자 문법, 어휘, 발음 모두라는 응답이 40.9%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으며, 다음으로는 문법, 어휘 27%, 문법 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사들은 문법 요인을 기반으로 정확
성을 측정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10> 말하기 구인에 관한 교사 인식 조사 빈도 분석
설문항목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필수 구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구인 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인별 비중을 어떻게 차등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발음

29

18.2

18.2

유창성

52

32.7

50.9

정확성

44

27.7

78.6

어휘능력

9

5.7

84.3

내용조직

12

7.5

91.8

담화능력

5

3.1

95.0

말하기전략

8

5.0

100.0

과제수행, 정확성, 유창성

12

7.5

7.5

과제수행, 정확성, 유창성, 발음

23

14.5

22.0

과제수행, 정확성, 유창성, 내용조직

43

27.0

49.1

과제수행, 정확성, 유창성, 내용조직, 발음

81

50.9

100.0

과제수행>유창성>정확성

64

40.3

40.3

과제수행>정확성>유창성

65

40.9

81.1

유창성>과제수행>정확성

6

3.8

84.9

유창성>정확성>과제수행

11

6.9

91.8

정확성>과제수행>유창성

9

5.7

97.5

정확성>유창성>과제수행

4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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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구인을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기 평가에서 유창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독 구인

48

30.2

30.2

유창성의 하위 구인

61

38.4

68.6

정확성의 하위 구인

50

31.4

100.0

휴지, 간투사, 주저함이 없는 자연스러운 발화능력

64

40.3

40.3

수준 있는 어휘, 문법 활용 능력

33

20.8

61.0

의사소통 전략이 풍성한 능력

24

15.1

76.1

발음, 억양이 원어민처럼 자연스러운 발화

26

16.4

92.5

긴 발화 능력

12

7.5

100.0

평가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함

113

71.1

71.1

포함시켜야 함

46

28.9

100.0

문법

22

13.8

13.8

어휘

10

6.3

20.1

발음

12

7.5

27.7

문법, 어휘

43

27.0

54.7

말하기 평가에서 목소리 크기, 자신감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하기 평가에서 정확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법, 발음

7

4.4

59.1

문법, 어휘, 발음

65

40.9

100.0

5.3. 구인별 비중 구분
숙달도 수준과 구인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첫째, 말하기 숙달도 수준별로 구인별 비중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4%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둘째, 초급 수준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에서 주요하게 측정되어야 할 구인에 대한 질문에 정확성이라고 응답한 비
율이 4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과제수행이 28.9%, 유창성이 12.6%, 담화능력이 6.9%, 논리성이 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중급 수준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에서 주요하게 측정되어야 할 구인에 대해, 과제수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정확성 26.4%, 유창성이 25.2% 순으로 응답했다.
넷째, 고급 수준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에서 주요하게 측정되어야 할 구인은 유창성 34.6%, 담화능력 33.3%, 논리
성 14.5%, 과제수행 11.3% 순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말하기 숙달도 초급-중급을 구분하는 능력에 대해 묻자 (언어적 요소의) 정확한 사용이라는 응답이 3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긴 길이의 담화생성능력 24.6%, 발화의논리적 전개 12.6%, 발화 내용의 풍부성 10.1%로 파
악되었다. 한국어 교사들은 초급에서는 정확성과 발화 길이를 주요하게 평가해야 할 구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섯째, 말하기 숙달도 중급-고급을 구분하는 능력에 대해 묻자 발화 내용의 풍부성 34.6%, 발화의 논리적 전개
30.8%, 다양한 말하기 전략 활용 16.4%, 긴 길이의 담화 생성 능력 13.2%로 응답했다. 한국어 교사들은 숙달도 수준이
높아질수록 발화의 질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일곱째, 말하기 능력 고급 수준(6급이상)을 설정하는 기준에 대해 (제2언어 학습자 능력 범주에서) 유창하고 정확한 말
하기능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3%, 일반적 수준의 원어민에 준하는 말하기 능력 35.8%, 교육수준이 높은 원어민에
준하는 말하기능력 18.9%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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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숙달도 수준과 구인에 관한 교사 인식 조사 빈도 분석
설문 항목
숙달도 수준별로 구인별 비중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초급 수준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에서
주요하게 측정되어야 할 구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급 수준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에서
주요하게 측정되어야 할 구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급 수준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에서
주요하게 측정되어야 할 구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하기 숙달도 초급-중급을 구분하는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하기 숙달도 중급-고급을 구분하는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하기 능력 고급 수준(6급 이상)을 설정하는
기준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누적 퍼센트

그렇다

131

82.4

82.4

아니다

28

17.6

100.0

정확성

74

46.5

46.5

유창성

20

12.6

59.1

과제수행

46

28.9

88.1

논리성

8

5.0

93.1

담화능력

11

6.9

100.0

정확성

42

26.4

26.4

유창성

40

25.2

51.6

과제수행

67

42.1

93.7

논리성

8

5.0

98.7

담화능력

2

1.3

100.0

정확성

10

6.3

6.3

유창성

55

34.6

40.9

과제수행

18

11.3

52.2

논리성

23

14.5

66.7

담화능력

53

33.3

100.0

(언어적 요소의) 정확한 사용

57

35.8

35.8

긴 길이의 담화 생성 능력

55

34.6

70.4

발화 내용의 풍부성

16

10.1

80.5

발화의 논리적 전개

20

12.6

93.1

다양한 말하기 전략 활용

11

6.9

100.0

(언어적 요소의) 정확한 사용

8

5.0

5.0

긴 길이의 담화 생성 능력

21

13.2

18.2

발화 내용의 풍부성

55

34.6

52.8

발화의 논리적 전개

49

30.8

83.6

다양한 말하기 전략 활용

26

16.4

100.0

일반적 수준의 원어민에 준하는 말하기능력

57

35.8

35.8

교육수준이 높은 원어민에 준하는 말하기능력

30

18.9

54.7

(제2언어 학습자 능력 범주에서)
유창하고 정확한 말하기능력

72

45.3

100.0

5.4. 한국어 교육 경력에 따른 구인에 관한 인식 차이 분석
5.4.1. 교육 경력에 따른 말하기 구인에 관한 인식 차이 분석
한국어 말하기 구인에 관련된 7개 질문에 대한 교사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응답자들을 교육 경력 별로
세 집단3)으로 구분한 후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한 결과는 <표 12>
와 같다.

3) 한국어 교육 경력별 집단 구분: 1-3년/ 3-7년/ 7-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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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교육 경력 별 말하기 구인에 관한 교사 인식 차이 분석

1-3년

➀4)

➁

➂

➃

⑤

⑥

⑦

차이 O

차이 O

차이 O

차이 O

차이 X

차이 O

차이 O

단독 구인

어휘, 문법
평가 대상 제외

문법, 어휘,
발음 모두

정확성

3-7년

정확성

7-10년

유창성

과제수행/정확
성/유창성/내용
조직/발음

과제수행>정확
성>유창성
과제수행>유창
성>정확성

정확성 하위
구인

자연스러운
발화

유창성 하위
구인

(1) 교육 경력에 따른 말하기 필수 구인 인식 차이
교육 경력별 말하기 필수 구인에 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교육 경력 1-3년 사이의 초임 교
사들과 3-7년 사이의 교사들은 말하기 평가 필수 구인으로 정확성을 꼽았고 다음으로 발음을 선택했다. 그러나 7년 이상
의 교사들의 48.1%가 유창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정확성 20.3%, 발음 13.9% 순이었다.
카이제곱 분석 결과 x²=30.841, df=12, p=.002로 나타나 교육 경력 별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3> 교육 경력 별 필수 구인에 대한 집단 별 인식 차이
교육경력범주

항목
발음
유창성
정확성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필수 구인

어휘능력
내용조직
담화능력
말하기전략

전체

전체

1-3년

3-7년

7년이상

빈도

10

8

11

29

교육경력범주 중 %

21.3%

24.2%

13.9%

18.2%

빈도

9

5

38

52

교육경력범주 중 %

19.1%

15.2%

48.1%

32.7%

빈도

16

12

16

44

교육경력범주 중 %

34.0%

36.4%

20.3%

27.7%

빈도

5

4

0

9

교육경력범주 중 %

10.6%

12.1%

.0%

5.7%

빈도

5

3

4

12

교육경력범주 중 %

10.6%

9.1%

5.1%

7.5%

빈도

1

0

4

5

교육경력범주 중 %

2.1%

.0%

5.1%

3.1%

빈도

1

1

6

8

교육경력범주 중 %

2.1%

3.0%

7.6%

5.0%

빈도

47

33

79

159

교육경력범주 중 %

100.0%

100.0%

100.0%

100.0%

(2) 교육 경력에 따른 구인 수 인식 차이

교육 경력 별로 말하기 구인의 적절한 개수에 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세 집단 모두 과제수행, 정확성, 유창성,
내용조직, 발음 구인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카이제곱 분석 결과 x²=17.889, df=6, p=.006로 나타나 교육경력에
4) 지면 관계상 구인 일반에 관한 질문을 번호로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질문 영역은 다음과 같다: ➀말하기 필수 구인, ➁구인 수, ➂
구인별 비중 차등화, ➃발음, ⑤유창성, ⑥목소리 크기, 자신감, ⑦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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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교육 경력에 따른 구인별 비중 차등화 인식 차이

교육 경력에 따른 구인별 비중 차등화에 대한 집단 간 설문 항목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과제수행>정확성>유창성 순으로 차등화 된 항목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과제수행>유창성>정확성으로
파악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1-3년 집단과 3-7년 집단의 경우 과제수행>정확성>유창성 비율아 가장 높았다. 교육 경력 7
년 이상의 집단은 경우 과제수행>유창성>정확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어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카이제곱 분석 결과 x²=33.576, df=10, p=.000로 나타나 교육경력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확인
할 수가 있었다.

<표 14> 교육 경력 별 구인 비중 차등화에 대한 집단 별 인식 차이
교육경력범주

항목
과제수행>유창성>정확성
과제수행>정확성>유창성
유창성>과제수행>정확성
구인별 비중 차등화
유창성>정확성>과제수행
정확성>과제수행>유창성
정확성>유창성>과제수행
전체

전체

1-3년

3-7년

7년이상

빈도

13

9

42

64

교육경력범주 중 %

27.7%

27.3%

53.2%

40.3%

빈도

29

12

24

65

교육경력범주 중 %

61.7%

36.4%

30.4%

40.9%

빈도

0

2

4

6

교육경력범주 중 %

.0%

6.1%

5.1%

3.8%

빈도

3

4

4

11

교육경력범주 중 %

6.4%

12.1%

5.1%

6.9%

빈도

2

2

5

9

교육경력범주 중 %

4.3%

6.1%

6.3%

5.7%

빈도

0

4

0

4

교육경력범주 중 %

.0%

12.1%

.0%

2.5%

빈도

47

33

79

159

교육경력범주 중 %

100.0%

100.0%

100.0%

100.0%

(4) 교육 경력에 따른 발음 구인 인식 차이

교육 경력에 따른 발음 구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전체적으로 유창성의 하위 구인으로 설정해
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비교한 결과 1-3년 집단은 발음을 단독 구인으로 설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3-7년은 정확성의 하위 구인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7년 이상의
교사 집단에서는 유창성의 하위 구인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발음 구인에 관해서는 교사 경력 간 집
단 간 인식 차이가 명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카이제곱 분석의 결과 x²=34.112, df=4, p=.000로 나타나 교육경력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확
인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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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교육 경력 별 발음 구인 설정에 관한 의견 설문항목 차이
교육경력범주

항목
발음을 단독구인 설정
발음 구인 설정에
관한 의견

유창의 하위구인 설정
정확성 하위구인 설정
전체

전체

1-3년

3-7년

7년이상

빈도

21

12

15

48

교육경력범주 중 %

44.7%

36.4%

19.0%

30.2%

빈도

6

7

48

61

교육경력범주 중 %

12.8%

21.2%

60.8%

38.4%

빈도

20

14

16

50

교육경력범주 중 %

42.6%

42.4%

20.3%

31.4%

빈도

47

33

79

159

교육경력범주 중 %

100.0%

100.0%

100.0%

100.0%

(5) 교육 경력에 따른 유창성 인식 차이

교육 경력 별 유창성 인식에 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세 집단 모두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능력을 꼽았다. 교
차분석 결과 교육 경력이 낮은 1-3년 집단의 경우 수준 있는 어휘와 문법을 활용한 발화를 유창성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교육 경력 3년 이상과 7년 이상은 공통적으로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능력을 유창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카이제곱 분석의 결과 x²=10.688, df=8, p=.220로 나타나 교육경력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는 확
인할 수 없었다.

(6) 교육 경력에 따른 목소리 크기, 자신감 인식 차이

교육 경력 별 목소리 크기, 자신감 등의 정의적 요인 평가에 관한 집단 간 설문 항목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6>
과 같다. 전체적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1.1%로 다수를 차지했다. 집단별로는 1-3년 집단
의 경우 66%, 3-7년 집단의 경우 97%, 7년 이상 집단의 경우 63.3%가 평가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중 3-7년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본 카이제곱 분석의 결과 x²=13.689, df=2, p=.001로 나타나 교육경력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확
인할 수가 있었다.

<표 16> 교육 경력 별 목소리 크기, 자신감 평가 여부에 관한 설문항목 차이
교육경력범주

항목

말하기 평가에서 목소리 크기, 자신감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평가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함
포함시켜야 함

전체

1-3년

3-7년

7년이상

빈도

31

32

50

113

교육경력범주 중 %

66.0%

97.0%

63.3%

71.1%

빈도

16

1

29

46

교육경력범주 중 %

34.0%

3.0%

36.7%

28.9%

빈도

47

33

79

159

교육경력범주 중 %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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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경력에 따른 정확성 인식 차이

교육 경력 별 정확성 인식에 관한 집단 간 설문 항목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교육 경력 별 정확성 인식에 관한 설문 항목 차이
교육경력범주

항목

1-3년
문법
어휘

말하기 평가에서 정확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음
문법, 어휘
문법, 발음
문법, 어휘, 발음

전체

3-7년

7년이상

전체

빈도

12

1

9

22

교육경력범주 중 %

25.5%

3.0%

11.4%

13.8%

빈도

2

4

4

10

교육경력범주 중 %

4.3%

12.1%

5.1%

6.3%

빈도

1

4

7

12

교육경력범주 중 %

2.1%

12.1%

8.9%

7.5%

빈도

9

8

26

43

교육경력범주 중 %

19.1%

24.2%

32.9%

27.0%

빈도

4

2

1

7

교육경력범주 중 %

8.5%

6.1%

1.3%

4.4%

빈도

19

14

32

65

교육경력범주 중 %

40.4%

42.4%

40.5%

40.9%

빈도

47

33

79

159

교육경력범주 중 %

100.0%

100.0%

100.0%

100.0%

전체 응답에서 문법, 어휘, 발음 모두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차분석 결과, 1-3년 집단에
서는 문법, 어휘, 발음 모두가 40.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문법 능력이 25.5%로 확인이 되었다. 3-7년 집단의
경우 문법, 어휘, 발음 모두가 42.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문법, 어휘 능력이 24.2%로 확인 되었다. 7년 이상
교육집단 역시 문법, 어휘, 발음 모두를 선택한 비율이 4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문법, 어휘 능력이 32.9%로
확인 되었다. 본 분석의 결과 모든 집단에서 문법, 어휘, 발음 모두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2위
응답 비율에서는 경력이 낮은 집단은 문법 능력을 선택했고, 경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문법, 어휘 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카이제곱 분석 결과 x²=18.952, df=10, p=.041로 나타나 교육경력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5.4.2. 교육 경력에 따른 말하기 숙달도 수준 별 구인에 관한 인식 차이 분석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수준 별 구인별 비중과 관련된 하위 7개 질문에 대한 경력 집단 간 인식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 분석과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초급 수준의 말하기 능력 평가에서 주요하게 평가 되어야 할 구인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 한국어 교육 경력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분석 결과는 <표 18>과 같다.
카이제곱 분석 결과 x²=16.128, df=8, p=.041로 나타나 교육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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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교육 경력 별 초급 수준의 말하기 평가 주요 구인에 관한 설문 항목 차이
교육경력범주

항목
정확성
유창성
초급 수준의 말하기 평가
주요 구인

과제수행
논리성
담화능력

전체

전체

1-3년

3-7년

7년이상

빈도

21

10

43

74

교육경력범주 중 %

44.7%

30.3%

54.4%

46.5%

빈도

1

10

9

20

교육경력범주 중 %

2.1%

30.3%

11.4%

12.6%

빈도

17

9

20

46

교육경력범주 중 %

36.2%

27.3%

25.3%

28.9%

빈도

2

4

2

8

교육경력범주 중 %

4.3%

12.1%

2.5%

5.0%

빈도

6

0

5

11

교육경력범주 중 %

12.8%

.0%

6.3%

6.9%

빈도

47

33

79

159

교육경력범주 중 %

100.0%

100.0%

100.0%

100.0%

5.5. 토픽(TOPIK) 쓰기 시험 채점 경력에 따른 교사 인식 차이 분석
5.5.1. 토픽 쓰기 시험 채점 경력에 따른 말하기 구인에 관한 교사 인식 차이 분석
토픽 쓰기 시험 채점 여부에 따라 집단 간 구인에 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지면상 토픽 쓰기 시험 채점
집단을 두 개로 구분하였다. 통계적으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정리했고, 각 집단에서 응답한 선택
지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만을 기술하였다. 조사한 결과표를 정리하면 <표 19>와 같다.

<표 19> 토픽 쓰기 시험 채점 경력 별 구인에 관한 교사 인식 차이 분석
➀5)

➁

➂

➃

⑤

⑥

⑦

차이 X

차이 O

차이 O

차이 O

차이 O

차이 X

차이 O

경력 유

유창성
43.6%

과제/정확/유창/내용
조직
43.6%

과제/유창성/정확성 유창성의 하위 구인
71.8%
59%

자연스러운 발화
38.5%

평가 대상 제외
69.2%

문법, 어휘, 발음
30.8%

경력 무

정확성
31.7%

과제/정확/유창/내용
조직/발음
55.8%

과제/정확성/유창성 정확성의 하위 구인
50.8%
38.3%

자연스러운 발화
40.8%

평가 대상 제외
71.1%

문법, 어휘, 발음
44.2%

➀한국어 필수 구인에 관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경력이 있는 집단은 유창성 43.6%, 경력이 없는
집단은 정확성 31.7%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집단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➁말하기 평가 구인 수에 관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채점 경력이 있는 집단은 과제/정확성/유창성/내용
조직에 응답한 비율이 43.6%로 가장 많았으나, 경력이 없는 집단은 과제/정확성/유창성/내용 조직/발음에 대한 응답 비
율이 55.8%로 나타나 집단 간 인식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지면 관계상 구인 일반에 관한 질문을 번호로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질문 영역은 다음과 같다: ➀말하기 필수 구인, ➁구인 수, ➂
구인별 비중 차등화, ➃발음, ⑤유창성, ⑥목소리 크기, 자신감, ⑦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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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말하기 평가 구인별 비중에 관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채점 경력이 있는 집단은 과제수행>유창성>정확
성 순으로 구인별 비중을 달리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1.8%로 가장 높았고, 채점 경력이 없는 집단은 과제수행>정확
성>유창성을 선택한 비율이 5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➃발음 구인에 관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채점 경력이 있는 집단은 발음을 유창성의 하위 구인으로 설정
해야 한다는 의견이 59%로 가장 높은 반면 경력이 없는 집단은 발음을 정확성의 하위 구인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비율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⑤유창성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자연스러운 발화를 우선 순위로 꼽았다.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⑥목소리 크기, 자신감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는 의견에는 두 집단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정확성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 문법, 어휘, 발음을 통해 정확성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채점 경력이 있는 집단은 전체 중 30.8%가 응답했고, 경력이 없는 집단은 44.2%가 응
답했다. 두 집단 간의 통계적인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5.2. 토픽 쓰기 시험 채점 경력에 따른 구인 비중 차등화에 관한 교사 인식 차이 분석
한국어 말하기 숙달도 수준 별 구인별 비중과 관련된 하위 7개 질문에 대한 쓰기 시험 채점 경력 집단 간 인식 차이
를 파악하기 위해 교차 분석과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숙달도 중급-고급을 구분하는 능력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 쓰기 채점 경력에 따른 집단 간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분석 결과 x²=10.351, df=4, p=.035로 나타나 토픽 쓰기 시험 채점 경력에 따른 두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6.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교사가 각자가 머릿속에서 인식하고 있는 말하기 평가 구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말하기 평
가 구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개발하여 현직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공인된
대표적인 영어 말하기 시험인 ACTFL, 토익, IETLS의 구인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한국어 교사가 인식하는 한국어 말하
기 능력 관련 구인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기술 통계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사들은 말하기 평가에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할 필수 구인은 유창성, 정확성, 발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
다. 하지만 실제 말하기 평가에서는 가능한 다양한 구인을 포함시켜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한국어 교사가 인식하는 말하기 유창성이란 휴지부나 주저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발화하고 수준 있는 어휘와 문
법을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확성이란 문법, 어휘, 발음을 모두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120
셋째, 한국어 교사는 숙달도 수준별로 구인 간의 비중을 달리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초급에서는 정확성과 과제 수행
능력이 주요 구인이 되어야 하고, 중급에서는 과제 수행 능력과 정확성, 유창성이 주요 구인이 되어야 하며, 고급에서는
유창성, 담화 능력, 논리성 등이 주요 구인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초급과 중급을 구분하는 능력은 언어적 요인과 더불어 발화 길이이고, 중급과 고급을 구분하는 능력은 발화 내용
의 풍부성과 논리성이었다.
다섯째, 한국어 교사들은 한국어 숙달도 최고 수준의 화자는 ‘한국어 원어민처럼’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학습
하여 정확하고 유창하게 발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교사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경력 집단 간 말하기 구인에 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말하기 필수 구인, 구인 수, 구인별 비중 차등
화, 발음 구인 설정, 목소리 크기와 자신감 평가 여부, 정확성 개념에서 세 집 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교육 경력 집단 간에 발음 구인 설정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이 이러한
집단 간 인식 차이를 유발 시키는 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 경력 집단 간 말하기 숙달도 수준 별 구인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는 초급 수준의 말하기 평가 주요 구인에
대한 인식에서만 집단 간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토픽 쓰기 시험 채점 경력 집단 간 구인 말하기 구인에 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구인 수, 구인별 비중 차
등화, 발음 구인 설정, 유창성 개념, 정확성 개념에서 두 집단 간 인식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토픽 쓰
기 시험 채점 경력 별 말하기 숙달도 수준 별 구인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는 중급과 고급을 구분하는 능력에 대해서만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한국어 교사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향후 국외 한국어 교사는 물론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인식 차이 정도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자료로 삼아 한국어 말하기 평가 구인과 관련된 더욱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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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한국어 말하기 평가 구인에 관한 교사 인식 연구
-영어 말하기 평가 구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지혜(숙명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현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국어 교사들이 어떻게 말하기 평가 구인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설문의
방식으로 알아본 연구입니다. 더불어 영어 말하기 평가 ACTFL_Speaking, TOEIC_Speaking, IELTS_Speaking의 구인을
확인하고 이를 한국어 교사들의 인식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학습자의 언어능력을 가늠함에 있어 말하기 능력
평가는 결코 배제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도 언급되었듯 한국어
교육이 민간 주도의 언어교육으로 시작되어 모두가 동의할만한 공통적인 교육과정과 평가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
에서 한국어 교사들이 말하기 평가 구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한국어 말하기 평가 개발에 무엇보다
중요하리라는 연구자의 생각에 깊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가 본문을 읽어내려 가면서 의문이 드는 몇 가지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연구는 한국어 말하기 평가 구인에 관한 교사 인식을 알아봄에 있어 우선적으로 세 종류의 영어 말하기 평가
의 구인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한국어 교사 대상의 설문을 통한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왜
영어 말하기 평가 구인과 비교를 하고자 하였는지,

또한 그 비교대상인 영어말하기 평가(ACTFL_Speaking,

TOEIC_Speaking, IELTS_Speaking)를 설정함에 있어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
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서론에서도 밝히고 있듯 한국어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말하기 평가 구인은 그 한국어 교사들이 재직 중인, 혹은
재직하였던 한국어 교육 기관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한국어 말하기 평가 구인에 관
한 교사 인식을 정확히 측정하고자 한다면 설문 응답자의 소속 기관이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설문의 결과가 타당성을 확
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러한 부분이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 부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셋째, <표 10> 대표적 구인에 관한 교사 인식 조사 질문 내용에서 여섯 가지의 질문 내용을 선택하신 이유를 듣고 싶
습니다. 본문에는 말하기 평가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대표적인 구인을 위주로 설문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야 연구가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5장에 내용을 기술함에 있어 영어말하기 시험과의 비교
가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확한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가장먼저 한국어능력시험
의 말하기 평가의 지향점에 대해 고찰하고 그와 유사한 관점,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영어말하기 시험들을 다각도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 한국어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아 현재 한국어교사들의 인식이 어느 지점에 위치하
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자는 향후 개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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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의 말하기 평가는 어떠한 목표와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그렇기에 어떤 특정한 영
어말하기 시험의 평가 체계를 차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한국어 말하기 평가만의 독립적인 평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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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말하기 평가-발음의 비중에 대한 연구
윤은경(대구사이버대학교)

1. 서론
‘한국말을 아주 잘하네요! 한국 사람 같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외국인에게 이런 말을 했거나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초급 학습자들이 아주 간단한 어휘를 사용해서 자기소개 정도만 했을 때에도 사용되고, TV 프로그
램에서 외국인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술술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때도 쓴다. 전자는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화자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평가이고, 후자는 어느 정도 문식력 있는 사람이 회의나 토론 석상에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풀어내기에 적합한 어휘와 표현을 사용했을 때의 평가에 해당된다. 다른 예로, 어느 자리에서 ‘한
말씀 해 주세요.’라는 요청에 ‘저는 말을 잘 못해요’처럼 응답할 때의 말하기는 한국어라는 ‘언어’를 못한다는 말이 아니
라 ‘말재주’가 없다는 의미를 대변한다. 그렇다면 일상 언어생활에서 외국인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할 때 청자들은
무엇을 보고 한국말을 잘한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초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발음이 좋으면 본인의 실력 이상으로 능력을
인정받기도 하고, 고급 화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어눌하거나 모국어 악센트가 있으면 말하기 능력이 평가절하되기도
한다.1) 본 논문은 설문조사를 통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발음’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어 청
자들이 생각하는 발음이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연구 목적이 있다.

2. 말하기 능력과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말을 한다는 것은 화자가 머릿속에서 음소인 자음과 모음을 결합시켜 음절을 구성하고, 음절이 형태소를 구성함으로써
의미를 갖는 단위를 생성하고, 화자의 생각을 온전히 통사적 구조 안에 넣을 때 완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말하기 행위 전
체는 각각의 언어적 요소의 합보다 크다(Clark 1983: 432). 1980년 응용언어학자인 Canale & Swain(1980)은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영향력이 있는 논문을 발표했다. 의사소통 능력이란 언어 사용자들이 통사론, 형태론, 음운
론의 문법 지식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언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들이 말하는 의사소통
능력은 다음의 4가지로 구성된다. (1) 올바른 발화를 문법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문법적 능력, (2) 적절한 발화를 사회언
어학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사회언어학적 능력, (3) 응집성과 일관성을 생성할 수 있는 담화 능력, (4) 의사소통의 상호작
용 과정에서 빈번히, 불가피하게 오해를 받는 상황을 수정할 수 있는 전략적 능력이 이에 해당된다. 이후 Bachman

1) 해당 동영상 ‘반기문 UN 사무총장 수락 연설-한국인과 외국인의 평가’ https://www.youtube.com/watch?v=ujpLu2_0Qi8 (검색일
2018년 10월 22일). 한국인들은 한국어 억양이 강한 영어 스피치에 대해 촌스럽다, 딱딱 끊어진다, 유창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하고
40-60점대 말하기 평가 점수를 부여한 반면 외국인 평가자들은 높은 수준의 어휘, 문장 구조, 의사전달능력이 뛰어나 90점대 후반
점수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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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은 의사소통 능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문법 능력과 담화 능력을 합해 ‘조직 능력’으로, 사회언어학적 능력
과 발화수반 능력을 합해 ‘화용 능력’으로 나누었다. 전략적 능력은 의사소통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발화자의 능력을 말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 교수의 목표가 되었고, 교실 활동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이 되었다.
요컨대, 말하기 능력이라 함은 대인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능력을 말한다. 말하기 능
력은 의사소통을 전제로 화자와 청자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화자가 상대의 반응이나 이해도를 파악하며 의미를 교섭하
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모어 화자 사이에서의 전략 사용은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나가기 위한 윤활유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외국어 학습자들의 전략 사용은 메시지 전달을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이지만, 전략 사용 자체가 불완전한 언어 능
력의 방증이 되기도 한다.2) 따라서 언어생활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는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해 화용적, 전략적인 노력
을 평가하는 방법도 고안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들 중 하나의 항목이 전체적인 인상 평가를 좌지우지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말하기 평가란 주어진 영역 안에서 수험자의 한 개인의 언어 능력과 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서의 수행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말하기 평가의 구성 요소가 많으면 타당도는 높으나 평가자 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렵고, 구성 요소가 적으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말하기 평가할 때 말하
는 사람의 언어 사용 능력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으로 주관적인 채점을 하고, 평가 항목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방
법을 통해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이완기 2017). 그러나 구어의 즉각성(spontaneity)과 일시성(ephemerality)의 두 가지
성격상 말소리를 들으면서 분석 평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인상 평가는 평가의 신뢰도가 낮지만 상대
적으로 분석평가에 비해 의존도가 높게 된다.
아래의 <표 1>은 주요 외국어 시험에서 말하기 평가 범주에 있는 평가 준거를 분류한 것이다(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은 이완기 2017 참고).

<표 1> 외국어시험의 말하기 평가 범주(출처: 이완기 2017: 331)
Criteria scales
accuracy (정확성)
range (범위)
appropriacy (적절성)
fluency (유창성)
interaction (상호작용)
pronunciation (발음)
organization (조직성)
message delivery (의미 전달)
flexibility (유연성)
intelligibility (가지성)3)
comprehension (이해도)
relevance/adequacy (적확성)
overall impression (전체적 인상)

ESU
*
**
*
*
*

TEEP
*
*
*

ACTFL
*
*
*

RSA
*
**
*
*

*

FCE
*
*

FSI
*
*

*
*
*

*
*

**
*

IELTS
*
*
*
*
*
*
*
*

ASLPR
*
*
*
*
*
*
*

*
*

*

*
*

*

*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하기 시험마다 발음을 평가하는 항목이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인(평가 비전문가)들
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인상 평가 중에서 발음이 차지하는 비중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게 하도록 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발
2) 김상수(2008, 2009)는 유창성이 낮은 수험자는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휴지를 두기보다는 ‘어~’와 같은 간투사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반복이 유창성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3) KFL 연구에서 intelligibility는 이해명료도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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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항목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발음의 비중에 대한 설문 조사
가. 연구 방법
공식적으로 한 번도 말하기 평가에 채점자로 활동해 본 경험이 없는 7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외국인을 보았을 때
‘한국말을 잘한다 혹은 한국 사람 같다’고 생각했을 때 발음이 어느 정도 중요한 것 같은지에 백분율(발음, 어휘, 문법,
말하기 전략, 비언어)로 평가하고 그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적도로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피험자는 20대 6명(8.6%), 30대 14명(20%), 40대 20명(28.6%), 50대 이상은 30명(42.9%)이었다. 출신
지역은 강원도 4명(5.7%), 광주전북 4명(5.8%), 대구경북 31명 44.3%, 부산·울산·경남 13명(18.6%), 서울경기 16명
(22.9%), 충남 1명(1.4%)이었다. 피험자 중 8명(11.4%)은 결혼이주여성으로 베트남, 중국, 태국,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
탄 출신이다.

나. 연구 결과
말하기 능력의 범주에 해당하는 비중도를 조사한 결과가 아래의 <표 2>에 나타나 있다. 발음> 어휘> 문법> 비언어 표
현> 전략의 순으로 비중도에 차이가 있었다.

<표 2> 말하기 능력의 범주별 비중(단위: %)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발음

70

10

50

33.2

10.6

어휘

70

10

45

30.4

8.9

문법

44

10

30

19.1

6.0

전략

65

0

30

12.2

8.0

비언어 표현

70

0

40

13.1

7.8

다른 항목보다도 발음의 비중을 높게 평가한 피험자는 전체의 41.4%에 해당되고, 그 다음으로 어휘가 중요하다고 판단
한 피험자는 40.0%, 나머지 18.6%는 문법의 비중을 높게 판단하였다.
이 중에서 발음의 비중을 10%대로 본 비율은 6명, 20%대 10명, 30%대 26명, 40%대 18명, 50%대로 본 피험자는 10
명이었다(그림 1). 발음의 비중을 높게 평가한 사람들은 외국인이거나 외국인을 자주 접하는 직장 동료, 외국인지원센터
근무자, 다문화아동 언어치료사였다. 이들은 한국에 오래 살았지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한국인들이 알아듣지 못해 좌
절하고 대화를 포기한 적이 많았거나, 오해를 산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발음이 부정확하면 아무리 천천히, 크게 말해도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발음이 안 좋으면 소통의 동기가 사라진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고, 반대로 발음이 깨끗하면
초급이더라도 말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발음의 비중을 저평가한 경우는 발음이 부정확하더라
도 어휘를 많이 알면 문맥을 통해서 소통이 잘 된 경험이 있다, 발음보다는 어휘가 떠오르지 않아 소통을 포기한 적이
있다, 정확성에 초점을 두면 불안해서 자신감이 떨어진다, 문법과 어휘가 정확하면 발음은 어눌해도 의사소통에 큰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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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지 않는다, 모국어의 영향으로 어차피 정확한 발음을 하기는 불가능하니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림 1] 발음의 비중치에 대한 빈도수

4. 발음 평가에 대한 쟁점
말하기 능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발음 평가의 방법과 내용도 달라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말하기를 표준
어, 지역 방언을 포함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 전체가 사용하는 수준에서 한국어의 언어 형식을 평가하는 것인지, 말하기를
통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확장적 말하기4)를 하는 데 필요한 정교한 언어 장치들의 응집
(cohesion)과 일관성(coherence)을 포함하는 담화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 반영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말하기 평가를
위한 여러 과제 유형 중에서 확장적 말하기와 모방적 말하기 내에서의 발음 평가에 대해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한다.

가. 발음 평가의 범주(정확성 vs. 유창성)
발음은 좁은 의미에서 보면 분절음과 초분절음으로 나눌 수 있다. 3장의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토박이 청자
들은 발음의 범주를 상당히 넓게 보았다. 이 결과는 Grant(2004)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는 Fraser(2001)의 발음의 범주에
준언어적 특징을 추가하여 다음의 4가지를 발음 영역으로 보았다. (1) 주변적 특징(제스처, 몸짓 언어, 눈맞춤), (2) 초분
절적 요소(스트레스, 리듬, 억양, 강세구), (3) 분절적 요소(자음과 모음), (4) 준언어5) 혹은 비언어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전반적 특징(성량, 발화속도, 음질)이 있다. 발음에 해당되는 영역을 4가지로 보았으나, 면대면 평가가 아닌 이상 발음의
주변적 특징을 불가능하다.
4) Brown(2004)은 말하기를 5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1) 모방적 말하기로 단순히 모어 화자의 발음을 따라하는 것, (2) 세부적 말
하기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억양, 강세, 리듬, 휴지 같은 운율 요소를 보기 위해 짧은 구두 표현을 하도록 하는 것, (3) 반응적 말하
기로 일상적인 인사, 잡담, 간단한 요청이나 의견 등 상호작용을 통해 제한적인 언어 능력을 보는 활동, (4) 상호작용적 말하기로
정보교류와 친교 목적을 위한 말하기 활동, (5) 확장적(독백) 말하기로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 기회가 극히 한정되어 독백에 가까
운 말하기 활동이 있다. 이러한 말하기는 사전에 준비 작업이 필요하고, 공식적인 말투를 사용한다.
5) 준언어적 특성이란 Trager가 1950년대 언급한 것으로 비음소적(non-phonemic) 요소에 해당한다. 음조, 음높이, 성량, 억양 등의 변
형을 통해 의미를 변화시키는 메타-의사소통의 한 요소이다. 이러한 특성은 글쓰기나 수화에서는 볼 수 없는 음성 언어만의 특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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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oma(2004)는 유창성은 응용 언어학적 측면에서는 휴지, 주저함, 발화속도와 같은 시간의 변인에 초점을 둔 표현이
지만, 사실상 넓은 의미에서는 ‘말을 잘한다, 능통하다’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유창성의 정의는 종종 흐름이나 부드러움,
발화 속도, 과도한 휴지의 부재, 주저함을 나타내는 표지의 부재, 발화 길이 그리고 연결성을 포함하는 지시어로도 사용
된다. 김상수(2008, 2009) 역시 한국어에서의 유창성을 시간의 변인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한편 이완기(2017)에 따르면
유창성은 주저함 또는 망설임이나, 반복, 말의 재구성이 없이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고, 문법 사용의 정확성을 포함하
는 개념이다. Carlson, Sullivan, & Schneider(1989, 김상수 2010: 329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유창성이란 심리언어학적
개념으로 화자나 청자가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덜 들여 효율적으로 말하기가 수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김
정숙 외(2006)에서도 유창성이 떨어지는 초급 학습자들은 ‘음, 아, 어’와 같은 간투사의 삽입과 반복이 많았고, 중급으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줄어든다. 한편 고급 학습자들은 응집을 위한 ‘다시 말하면’과 같은 담화표지의 사용이 활발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리하자면, 유창성은 언어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언어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다룬다. 유창성의 개념은 화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자의 지각도 작용을 하므로 매우 복잡하다(예, 과도한 휴지의 정도). 평가자마다 유창성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내려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평가 내부에서 유창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창성의 개념이 넓은 의미에서는 숙달도와 동일하게 쓰이므로 말하기 평가에서는 유창성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시
간의 변인으로 보아 척도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차후 CBT 방식의 말하기 평가에서도 이러한 기준은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즉, 음운 지식의 수행 결과로 나타나는 발음의 정확성 부분과 휴지, 말겹침, 반복과 재수정 등의 부분을 시간 변
인으로 보는 유창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분 하에서는 ‘발음이 유창하다’는 표현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나. 발음의 정확성 평가
발음을 하지 않고서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음은 구어 평가에서 쟁점이 된다. 말하기 평가 등급표에서 발음에 대
한 준거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발음은 말하기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시작이고 끝을
나누는 기준이 되므로 평가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설령 평가 준거에 발음 평가 항목이 없다 하더라도
심사자에게는 필수 요소로 작동하여 시험에 있어 비체계적인 변인으로 작용한다(Levis, 2004). 발음이 좋으면 말하기 점
수가 높게 상정될 수 있고, L1 억양은 화자의 메시지로부터 청자의 주의를 빼앗아가는 뱀파이어 효과(Vampire effect)를
자아낸다(Mai & Hoffman, 2014: 149). 게다가 CBT 방식에서 발음 평가는 기계에 대고 하는 발음이라 부자연스러울 뿐
만 아니라, 수험자의 스트레스도 가중될 수 있어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6)
Gallego(1990)은 수업 조교를 선발하는 데 있어 말하기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데 3/5에 해당되는 문제는 발음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었고, 이는 어휘 선택 오류의 3배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Fulcher(2000: 486)는 발음의
정확성은 말하기 숙달도에 직결된다는 극단적인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발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고 3장의 설문결과
에서 확인한 결과 역시 토박이 청자들은 발음의 정확성에 대한 비중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한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하는가? 영국 영어의 RP(Received pronunciation)와 미국 영어의
GA(General American)는 토박이 화자들에게 용인되는 발음이지만 주로 방송에서 사용되고 현실 발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영어에 RP와 GA가 있기는 하지만 방언마다 발음의 변이형이 큰 영어에서는 정확한 발음을 구사한
다는 것의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Levis, 2004). 그러나 한국어는 어문규정에서 표준발음법을 제시하고 있어 정확성
6) 긍정적인 면으로는 수험자 응답의 철저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고, 자동 채점을 통해 실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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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지침을 줄 수는 있다.7)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
서도 확인되었지만, 발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학습자들이 위축되어 자신감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
다. 그렇지만 평가는 교육과 달라야 한다. 발음 교육의 목표는 모국어 화자와 같은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화자를 양성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평가의 목적 중의 하나가 개인의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여 등급화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적재적
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발음의 정확성 판단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말하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한 수험자 중에서 표준 발음을 구사하는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등급에서
차별화시키는 것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표준 발음이란 자음과 모음의 정확한 발음과 음운 현상의 적
용을 말한다. 표준 발음에서는 음의 길이를 제외하고는 초분절음의 실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 발음의 정확성 채점 준거
발음 오류라고 해서 다 같은 오류가 아니다. 종성의 탈락과 삽입, 음소 대체의 오류만 보더라도 청자가 이해 가능한 수
준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한국어 청자들은 중국인 화자들이 받침을 탈락시키거나(예, ‘학교’[하꾜]), 연음 환경에서
음소를 삽입시키는 오류(예, ‘대학원에’[대하권네])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베트남 화자들이 받침 ‘ㄹ’을 [ㄴ] 대치시키는
오류는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예, ‘그거 제가 *한[할] 거예요’). 특히 외국인끼리 소통할 때는 부정확한 음소
오류가 더 큰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영어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Jenkins 2000).
Derwing & Munro(2011)은 악센트(accent), 이해도(intelligibility), 명료도(comprehensibility)를 구분하여 설명하
였다. 외국인 억양은 한 사람의 출신 배경, 지역,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발음의 방법이나 스타일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 언어권 화자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악센트를 갖고 있다(Lippi-Green, 2012). 서로 악센트가 다르면 자신은 악
센트가 없고 상대방만 강한 억양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해도는 화자가 말한 것을 청자가 이해하는 정도를 말
하며, 명료도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들이는 청자의 노력의 정도를 의미한다. L2 화자들은 강한 외국인 억양을
갖고 있지만 즉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경우도 있다. 발음교육의 연구는 모어 화자와 같은 악센트를 측정하는 것에
서 벗어나 이해명료도를 측정하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러한 이해명료도는 화자의 악센트나 논의하는 주
제의 익숙함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다.
Brown(2004: 145)는 말하기 과제 채점 척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발음

1

이해가능하며 부분적으로 정확한 발음

0

침묵 혹은 발음이 크게 잘못됨

그러나 토박이 청자가 받아들일 만한, 이해가능한 정도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채점의 기준을 알기 어렵다. 위의 채
점표에 표준 발음의 정확성 부분을 추가한 예시가 아래의 표에 있다.

7) 허철구(2016)에 의하면, 어문 규정을 통해 언어의 모범이 되는 규정을 정해 놓은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몇 나라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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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발음의 정확성 채점 척도
점수

설명

예시

2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정확한 발음

(음소 차원의) 정확한 발음, 일부 L1 악센트 수용(다만, 방언을 포함한 한국어 화자들의 현실
발음도 인정)
- 조음위치동화 (예, ‘안경’[앙경])
- 2음절 이하 ‘요’의 [ㅕ] 대체
(예, ‘했어요’[핻써여])
- 2음절 이하 ‘오’의 [ㅜ] 대체
(예, ‘별로’[별루], ‘삼촌’[삼춘])
- w계 활음의 탈락
(예, ‘돼지’[대지], ‘괜찮아’[갠차나])

1

이해가능하며 부분적으로 정확한 발음

- 음운 현상의 미적용
(예, ‘국물’[국물], ‘밥’[바프])

0

침묵 혹은 발음이 크게 잘못됨

- 의미의 혼선 발생
(예, 가래요/갈래요, 실력/시력이 나빠요)

본고에서는 발음의 채점 척도를 반드시 3등급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기보다는 각 등간에 맞는 구체적인 예시의 발
굴과 공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Brown(2004)에서 제시한 것보다는 정확한 표준 발음
을 구사하는 수험자에게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제시하였다.

라. 발음 평가에 개입되는 평가자(청자)의 문제
수험자 발음의 문제는 발음 자체보다 평가자(청자) 지각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 엄마가 자기 아이의 말을 잘 알아듣
는 것처럼 특정한 말투에 익숙해지면 이해명료도가 높아진다. 물론 특정 언어에 익숙하다는 것이 평가에 있어서 고득점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특정 언어에 대한 사회적 태도 때문에 평가를 더 좋지 않게 하는 경향도 있다. 미국에서는 스페인어 억양을 가
진 화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Brooks, 2002). 또 다른 예로, Loveday(1982)는 일본인 청자들이 백인 일본
어 화자가 일본어를 잘하는 것을 좋게 평가하지 않은 반면 어눌한 일본어를 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하는 것을 관찰한
결과 일본인들은 서양인의 얼굴과 구어 일본어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평가자의 전문성 정도에 따라 수험자를 평가하는 말하기 능력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Barnwell(1989)과
Yule & Hoffman(1993)는 비전문가들도 전문가들과 비슷한 양상으로 말하기를 평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론 그렇다
고 해서 초보 평가자가 더 신뢰도가 높은 평가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초보 평가자들이 적절하게 수행했는지는 잘 평가
하지만, 언어로 묘사하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비분석적인 직관으로 진정한 이해명료도를 평가할 수도 있다. 교실 밖의 진
정성이 있는 상황을 교사보다 일반인들이 더 잘 인지할지도 모른다. L1의 억양에 익숙해져서 진정한 토박이 화자로서 말
하기를 평가할 능력을 상실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자격시험이나 평가자 훈련 시 발음 평가에 있어서 청자 개입의 문제
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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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발음 평가를 위한 유도 과제
(1) 모방적 말하기와 세부적 말하기 과제의 필요성

말하기 능력은 있지만 수행상의 여러 요소로 인해 음운 지식의 활용 능력이 발휘될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발음 지식
에 대한 유도 질문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과제가 필요하다. 말하기 평가에서 시간이 주는 압박감으로 인해 ‘불안’ 요소가
개입이 되면 긴장하여 발음이 무너지기 쉽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구어의 특징인 즉시성과 일회성으로 인해 분석평가
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특정 준거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발음의 정확성 평가를 위한 과제로
Brown(2006: 183)가 분류한 말하기 유형 중의 하나인 모방적 말하기, 세부적 말하기를 통해 소리에 초점을 두고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모방적 말하기는 청각구두식 교수법에서 의사소통식 교수법으로 넘어
가면서 무의미한 활동으로 간주되었으나, 유창성을 강조하면서 정확성이 떨어진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
다. 모방적 말하기는 정확성을 확보해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재조명되고 있다(Brown 2004: 144).
특히 억양, 돋들림 등의 초분절적 요소들이 제대로 실현되어 서법뿐만 아니라, 화자의 감정, 태도 등을 적합하게 표현하
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말하기 평가 등급의 급간을 나누는 데 중요한 준거로 작동할 수도 있다.

(2) 확장적 말하기 과제에서 발음 비중의 축소에 대한 제언

확장적 말하기에 해당되는 구두보고, 요약, 연설형의 말하기는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절 단위의 내용을 준비해야 조
리 있게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평가 절차상 시간 제약으로 인해 부담을 갖는 수험자들은 주제가 익숙하지 않은 경
우(예, 전쟁의 정당화 이유, 이념 갈등, 국가 재난 사태 등), 사건의 판단을 위한 인지력과 사고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표
현해야 하는 말하기에는 상당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Hummel(1985:15)는 말하기 평가의 지침들이 목표어의 언어 기
술을 다루는 숙달도와 일반적인 인지 능력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30초의 준비 시간을 주고 1분간 의
견을 개진하는 시사적 내용의 말하기 요구 활동이 과연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과제인가 생각해 볼 문제이
다. 게다가 실용성을 이유로 선호되는 CBT 형태의 시험을 보게 되면 질문한 상대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말할 기회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심도 있는 인지 능력을 요하는 확장적 말하기의 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평가자의 기대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수험자가 엉뚱한 논리를 펴는 것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평가자가 언
어 형식 중심의 평가를 한다면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훌륭한 견해가 묵살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간적 부담에 따른 심
리적 압박 상태에서 발음은 다른 과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문제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발음의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언어 평가에
대해 일반인(비전문가) 70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어 말하기에 있어서 발음이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발음의 정확성과 유창성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
는 몇 가지 발음 평가에 대한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발음의 한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평가 범주, 정확성과 유창성의
개념, 채점 근거,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평가자 개입의 문제와 발음 평가를 위한 과제에 대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논의

132
를 이끌어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말하기 평가에 있어서 문법과 어휘가 절대적이라면 지필고사로 충분하지만 굳이 수험자 개인의 말하기를 시간과 재원
을 들여 평가해야 한다면 언어 수행에 초점을 둔 유도 과제와 명확한 채점 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말하기 평가는 말하
기 능력을 제대로 평가했는지도 중요하지만, 평가 결과를 진학, 취업 및 승진 등 전문적 말하기에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평가 잣대를 제공해야 한다. 발음 교육의 역류 효과 측면에서도 수험자들이 보완해야 할 부
분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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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한국어 말하기 평가-발음의 비중에 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오재혁(건국대학교)

이 연구는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발음’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어 청자들이 생각하
는 발음이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되며, 연구자는 공정하고 적합한 말하기 평가 도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제시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발표문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이후 말하기 평가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발표문을 읽으며 들었던 몇 가지 궁금함과 의견입니다. 논문을 완성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
는 마음으로 말씀 드립니다.

1. 70명의 피험자 중에 외국인(결혼이주여성)이 8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모국어 화자)이 평가하는 외국인의 한
국어 말하기와, 외국인이 평가하는 한국어 말하기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국어 변인은 구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62명의 한국인 화자의 결과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어떨지 제안 드립니다. 아울러
부차적인 것이긴 하지만 외국인 한국어 교수자를 고려하여 이후 후속 연구로 모국어 화자가 평가하는 한국어 말하
기와, 한국어를 습득한 외국인(혹은 외국인 한국어 교수자)이 평가하는 한국어 말하기를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 이어서 피험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구자께서 서술하신 내용 중에 ‘발음의 비중을 높게 평가한 사람들은 외국인이
거나 외국인을 자주 접하는 직장 동료, 외국인지원센터 근무자, 다문화아동 언어치료사였다’를 읽으며 들었던 생각
입니다. 외국인의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서 ‘외국인과의 생활 접촉 빈도’가 하나의 변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험자를 구분하는 것이 어떨지요? 직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매일 외국인을 만
나는 한국인과 거의 외국인을 만나지 않는 한국인의 ‘한국어 말하기 평가’는 다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집
단을 배제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의 생활 접촉 빈도가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시는 것이 좋
을 것 같은데, 연구자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3. 연구자께서는 말하기 평가의 요소로 ‘발음, 어휘, 문법, 말하기 전략, 비언어’ 다섯 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일반인들에
게 이 중에서 ‘발음’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백분율로 표현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첫째, 이 다섯 가지로 구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일반인은 ‘말하기 전략’이나 ‘비언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하기 전략’, ‘비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4. 연구자께서 밝히셨듯이, 앞으로 말하기 평가를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창성과 정확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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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발음의 정확성을 채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평가자 개
인의 개입 문제 등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 말하기 평가와 관련하
여 꾸준히 기초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면의 한계로 인해 서술하지 못한 내용이나, 혹시 이 연
구와 관련하여 이후에 계획하고 계신 연구가 있다면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아울러 토론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점, 발표자와 청중들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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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말하기 등급 기술을 위한 기초 연구(3)
-‘부탁하기’ 과제 발화의 코딩 및 분석 단계를 중심으로이향(조지메이슨대학교)⋅이혜용(이화여자대학교)⋅정미지(서울시립대학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말하기 평가에서 등급 기술은 수험자들에게 점수를 주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수험자들이 받은 점수의 의미를 알려주
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타당한 등급 기술은 평가 개발의 핵심이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언어 평가에서 ‘타당
성’의 정의가 ‘구인 타당도’로 일원화되고1), ‘평가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평가 사용’과 ‘평가 해석’ 단계에 이르는 전 과
정에서 타당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타당화 과정’이 중요해지면서 언어 평가를 개발할 때 등급 기술의 타당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되었다.
Fulcher은 Fulcher(1987)에서 등급 기술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기존에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여 기술된 등급 기술 방식
을 보완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등급 기술을 위하여 ‘수행 데이터 기반 접근법(performance data-driven approach)’1)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수행 데이터 기반 접근법은 Fulcher가 처음으로 제안한 등급 기술법으로 수험자들의 실제 발화
데이터를 등급 기술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Fulcher는 담화 분석이 외국어 평가 등급 기술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Fulcher, 1993), 수험자들의 실제 발화 데이터를 사용하여 담화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하여 그 결과를 유창성 등급 기술에 반영하는 방안을 보여주었다. Fulcher(1987)가 제안한 이 방법은 CEFR(Common
Europe Framework of Reference)을 개발하는 데도 사용되었으며, 이렇게 실증적으로 기술된 등급 기술은 영역, 지역, 언
어와 상관없이 해석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North, 2007:657) 이와 같은 기술 방식이 기존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한 등급 기술 방식보다 더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최근 외국어 평가 관련 연구들에서는 평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평가 개발의 전 과정에 있어서 타당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에서는 아직까지 말하기 평가 등급 개발과 관련
한 실증적인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외국어 평가에서 타당한 말하기 평가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한
다면 타당한 말하기 등급 기술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Fulcher가 제안한 수행 데이터 기반
의 등급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어 말하기 평가 등급 기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
다. 본 연구는 말하기 평가의 구인 중 ‘담화 능력’ 에 초점을 맞추어 이혜용･이향(2015), 이혜용･이향(2018)의 후속 연구
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앞선 두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수행 데이터 기반 등급 기술 개발 과정 중 ‘발화 코딩 및
발화 분석’ 단계의 연구이다. 이혜용 외(2015)에서는 한국어 원어민 화자의 ‘부탁하기’ 과제에서의 담화를 분석하여 ‘부탁
하기’ 담화의 이상적인 담화 구조 원형을 찾아 ‘등급 기술자’와 ‘해석 범주’를 선정하였으며, 이혜용 외(2018)에서는 앞선
부탁에 대한 ‘거절하기’의 담화 원형을 찾고 이에 대한 등급 기술자와 해석 범주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혜용 외
1) 최근 언어 평가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논의는 이향(2017), 이혜용 외(2018)를 참고할 수 있다.

137
(2015) 연구에서 밝힌 ‘부탁하기’ 과제의 등급 기술자와 해석 범주를 사용하여 비원어민 화자(수험자)의 ‘부탁하기’ 과제
의 담화를 분석하고, 수험자들의 담화 능력별로 어떤 담화 구조가 나타나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실
제 등급 기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선행 연구
2.1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서의 ‘담화 능력’에 대한 등급 기술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일한 대규모로 말하기 평가로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문제를 출제하
고 YBM에서 출제하고 있는 컴퓨터 기반 평가 형식의 KPE(Korean Proficiency Examination) 말하기 평가가 있다. 이 평
가에서는 말하기뿐만이 아니라 듣기, 읽기, 쓰기 모든 영역을 CBT(computer based test)로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6등급의 평가 영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말하기 영역은 문법적 능력(음운, 어휘, 문법), 담화적 능력, 화용적 능력(기
능, 사회문화적 능력)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등급 기술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KPE의 말하기 영역 평가 등급 기술
등급

말하기 영역 등급 기술

1

- 인사, 자기소개, 물건 사기, 음식 주문, 교통수단 이용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의사소통만을 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의사소통만이 가능하므로 사회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

2

- 일상생활과 관련된 어휘와 비교적 다양한 연결어미, 문형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묘사하기, 설명하기, 전화하기, 요청하기, 제안하기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제한된 맥락의 사회적 상황에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3

- 일상생활에서 모국어 화자의 도움 없이 맥락에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사과하기, 거절하기, 설명하기, 묘사하기, 비교하기, 불평하기, 문의하기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비교적 다양한 상황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 다양한 어휘와 문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비교적 일상적이지 않은 주제나 맥락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후회 표현하기, 우려 표현하기, 동의하기, 반대하기, 의견 말하기, 위로하기, 주장하기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무직, 비서직과 같
은 일반적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

5

- 다양한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 다양한 담화 양식에 적절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으며, 고급 표현을 사용하여 관리직, 기능직 등의 분야에서 비교적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6

- 어휘와 문법에 제한을 받지 않고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하며 의미적으로 긴밀한 대화를 할 수 있다.
- 토론, 발표, 인터뷰 등과 같은 다양한 담화 양식에 적절한 표현을 막힘 없이 사용하여 기자,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학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위의 등급 기술에서는 등급에 따라 구사할 수 있는 어휘나 문법의 범위, 과제 기능의 종류 그리고 수행할 수 있는 업
무를 나타내 주고 있다. 기술에 따르면 1급과 2급의 수험자들의 경우 일상생활로 한정된 상황의 기능 담화만 구사할 수
있으며, 중급에서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초급에서는 기본적인 문형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나 중급에서는 다양한 담화 상황의 맥락에 맞는 대화가 가능하며 고급으로 갈수록 논리적으로 좀 더 응결성
있는 긴밀한 대화 구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모습의 발화가 ‘기초적인 것인지, 기본적인 것인지, 다양한 것인지, 논
리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다음으로 국립국제교육원(2012) 보고서에서 제안한 컴퓨터 기반 한국어 말하기 등급 기술을 살펴보았다.2) 여기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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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말하기 평가를 ‘전반적인 말하기 능력, 어휘와 문법, 발음, 내용, 조직’이라는 다섯 개의 영역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
하였으며, 이 중 ‘조직 영역’을 통하여 담화 능력 등급 기술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조직 능력’을 ‘주어진 시간 내에 전
달하려는 의미를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해 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수험자가 말의 시작과 전개, 마무리 등을 얼마
나 명확하게 전달하는가, 담화의 내용을 일관되고 적절하게 구성하여 표현하는가를 평가함으로써 수험자의 조직 능력을
추론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등급화하여 각 등급의 담화 능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표 2> 국립국제교육원(2012)의 ‘조직 영역’ 등급 기술
등급

등급 기술

0

- 발화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1

- 단순한 표현이나 조각문만을 사용하여 담화의 연결이 조직적이지 않다.

2

- 단순한 문장을 연속적으로 발화한다.
- 경우에 따라 문장을 연결하여 사용한다.

3

-문장을 큰 무리 없이 연결할 수 있다.
-간단한 문단을 구성한다.

4

-

어느 정도 복잡한 문단을 구성한다.
간단한 문단을 연결할 수 있다.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나 가끔 논리적 비약이 일어난다.
‘예시’, ‘인용’, ‘상술’ 등의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5

-

어느 정도 복잡한 문단을 구성한다.
간단한 문단을 연결할 수 있다.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나 가끔 논리적 비약이 일어난다.
‘예시’, ‘인용’, ‘상술’ 등의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6

-

문단을
다양한
한국의
학술적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이야기를 조직적으로 구성한다.
의사소통전략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구성한다.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여 거의 완벽하게 이야기를 구성한다.
담화를 불편함 없이 구성한다.

또한 국립국제교육원(2012)에서는 ‘문법 영역’에서 ‘1급-한정된 문형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2급: 절이나 문장 연결
시 연결어미나 접속부사의 사용이 시도되며 문법적으로 복잡한 문장 유형을 사용하지 못하나 여러 개의 단문을 연속하여
발화할 수 있다, 3급-문법 표현을 적당히 사용할 수 있다(시제, 종속적 연결어미, 피동표현, 사동 표현, 높임법), 5급-어
미나 접속부사 등을 사용하여 절이나 문장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말할 수 있다, 6급-연결어미나 접속부사 등을 사용하
여 절이나 문장을 완전하게 발화한다.’ 와 같이 기술하여 문장과 문장 간의 적절한 연결을 의미하는 응결성을 담화 능력
이 아닌 문법 능력으로 주요하게 기술하였다. 또한 위 <표 2>에서 보듯 ‘조직’ 영역에서는 응결성이나 직시 등의 요인들
을 제외한 ‘일관성’에 대한 기술을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의사소통 모델들에서 담화 능력을 구성한다고 보는 ‘응결성’과
‘일관성’ 중 ‘응결성’을 나타내는 요인들을 ‘문법 영역’에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관성’에 해당하는 능력을 ‘조직 영
역’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 이는 평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채점자가 평가 점수를 줄 때 ‘응결성’이나
‘직시’를 나타내는 요인들을 ‘문법 영역’으로 포함하여 채점하는 것이 채점자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거나 채점이 용이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2)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여러 번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연구 보고서가 나왔으나 현재 모든 자료가 비공개로 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국립국제교육원(2012)의 보고서로 등급 기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들은 향후 TOPIK 말하기 평가를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
한 연구 결과로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말하기 평가의 등급 기술은 아니다.
3) 이는 Celce-Murcia 외(1995)가 제안한 의사소통 모델에서처럼 담화 능력이라는 것이 언어 능력(발음, 어휘, 문법 등)과 별개의 영
역이 아닌 언어 능력과 상호작용하여 그 영향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본 관점과 유사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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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등급 기술과 앞으로 개발될 말하기 평가에 대한 등급 기술을 살펴보았
다. 그러나 이 등급표들은 모두 전문가의 직관이나 경험에 따라 기술된 것으로 실제 각 등급의 수험자들이 담화 구성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이며 등급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증은 이루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본고에서는 실제 수험자들의 담화 모습을 살펴보고 수험자들의 담화 능력별로 어떤 특성
을 갖는지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이를 추후 등급 기술에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한다.

2.2 수행 데이터 기반의 등급 기술
수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말하기 평가 등급 기술 방법은 Fulcher(1987)가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실제 학
습자들의 수행 데이터를 등급 기술에 사용하는 것으로, 먼저 학습자에게 일반화가 가능한 평가 과제를 수행하도록 한 후
이를 녹음하고 녹음된 수행 데이터를 전사한다. 그리고 전사된 데이터를 담화 분석하여 발화 코딩을 하는데 이는 다음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는 담화 분석으로 전체 발화 내용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한 수행 특성들을 찾아내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발견한 특성들을 바탕으로 발화 상황에서 관찰되는 개개의 요소들을 범주화할 수 있도록 해석
가능한 범주를 만드는 단계이다4). Fulcher(2010)는 이 두 단계의 코딩 분석을 위하여 담화 분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
다5). 담화 분석은 van Lier(1989)의 연구를 시작으로 언어 평가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외국어 평가 연구들에서
이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Banerjee & Luoma, 1997; McNamara, 1997;
Markee, 2000). 그 후 이어지는 단계는 코딩 데이터의 질적 관리(Quality control in coding) 단계이다. Fulcher는 이 단
계에서 이중, 삼중의 코딩(double or triple blind coding)과 판별 분석(discriminant analysis) 등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
다.6) 이와 같은 단계는 질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며 ‘평가의 타당화 과정’의 일부로서 평가 전체의 타당
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반영하여 등급 기술을 하게 된다. Fulcher가 제안한 데이터 기
반의 평가 등급 기술 개발 단계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 이를 위하여 각각의 범주는 현상 및 특성들에 대한 정의와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언어 평가와 담화 분석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혜용 외(2015) 참조할 수 있다.
6) 이 단계에서는 통계 분석을 사용하여 학습자들의 말하기 수준을 분류하고, 학습자 수준별 담화 특성을 분석하여 각각의 수준에 서
나타나는 담화 능력 특성들을 수집한다. 그리고 말하기 수준별로 나타난 특성들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검증해 본 후
이를 최종적인 등급 기술에 반영하게 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혜용 외(2015)에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참고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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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데이터 수집
말하기 평가를 통한 발화 녹음
↓
분석을 위한 발화 전사
↓
담화분석을 통한 발화 코딩
등급 기술자 선정
↓
해석 범주 설정
↓
발화 코딩
↓
코딩 데이터 분석(Quality Control)
↓
등급 범주화와 등급 기술

[그림 1] 수행 데이터 기반 등급 기술 개발 단계 (Fulcher, 1987)

3. 연구 방법
앞 절에서 밝혔듯 본 연구는 데이터 기반 말하기 등급 기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서 이혜용 외(2015, 2018)의
후속 연구로 진행되었다. 이들 선행 연구들에서는 ‘부탁하기’와 ‘거절하기’ 평가 과제에서 한국어 원어민 화자가 실제로
담화를 어떤 구조로 어떻게 발화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원형을 재구하여 ‘담화 능력’을 구성하는 주요한 특성들을 찾아내
어 추후 등급을 기술하기 위한 어휘와 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등급 기술자’와 ‘해석 범주’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선행 연구에서 선정한 ‘담화 능력’ 구인을 구성하는 주요 특성들이 실제 외국인 수
험자들의 발화에서 나타나는지, 나타난다면 수험자들의 담화 능력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7).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원어민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부탁하기’ 과제 평가를 실시한 후 발화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결
과를 평가자들에게 채점하도록 하여 수험자들의 발화 데이터를 담화 능력에 따라 등급화하였다. 그리고 전사된 발화 데이
터를 선정된 등급 기술자를 사용하여 코딩한 후 이를 분석하여 각 등급별 수험자들의 담화 특성을 찾아보았다. 그 구체
적인 실험 과정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7) 본 연구 결과가 말하기 평가의 일부분으로 ‘담화 능력’을 기술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되려면 수험자의 말하기 능력별로 어
떠한 담화 구조 특성을 갖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말하기 평가가 없어 실험 참여자들에
게 공신력 있는 말하기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등급화(서열화)하여 그 등급에 따른 담화의 특성을 살펴볼 수가 없었다. 그러므
로 본고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든 말하기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점자들로 하여금 ‘총체적 말하기’ 능력과 ‘담화 능력’으로 채
점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고는 ‘담화 능력’ 점수를 기준으로 수험자들을 등급화하여 이에 대한 등급별 수험자들의 담화 특성을
살펴보았다. ‘총체적 말하기 능력’을 기준으로 등급화된 수험자들을 기준으로 그룹별로 나타나는 담화 능력을 살펴보고 이를 본 연
구 결과와 비교하는 연구는 후속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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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국어 비원어민 발화 데이터 수집
발화 데이터 수집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서울 시내 4년제 대학 내 언어 교육원에 다니는 비원어민 한국어 학습자들 중
실험 참여를 원하는 학습자 50명으로 국적이나 급에 상관없이 임의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컴퓨터 기반 말하기 평가
경험이 없는 학습자들로써 사전에 시험 목적 및 시험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실험에 참여하였다.
모든 피험자들은 ‘Brigham Young University(1999, 2000)’에서 제작한 ‘Enhance Oral Testing Software window
version 1.1’을 사용하여 제작한 컴퓨터 기반 말하기 평가에 참여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 들은 모두 컴퓨터를 사용
한 말하기 경험이 없는 학습자들이었으므로 사전에 예제를 통하여 충분히 사용법을 익히고, 사용법을 설명해 준 후 평가
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8) 실험에 사용된 말하기 평가 과제는 이혜용 외(2015)에서 사용된 말하기 과제와 동일한 과제
로, 수험자가 갑자기 고향에 가게 되어서 옆집 아주머니에게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며칠 동안 맡아 달라는 부탁을 하
는 것으로, 실험 참여자의 컴퓨터 화면에 ‘여러분은 한 달 동안 고향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를 고향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께 한 달 동안
이 고양이를 키워 달라고 부탁십시오.’, ‘30초 동안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90초 동안 이야기하십시오.’ 라는 지시문이 녹
음과 함께 제시되었으며, 이 지시문을 본 후 말하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험 참여자들의 발화는 모두 자
동으로 컴퓨터에 .wav 파일로 저장되었으며 이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2. 발화 데이터 채점 및 채점 결과 분석 방법
다음으로 녹음된 수험자 발화에 대한 채점을 실시하였다. 채점자는 국내 4년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3년
이상인 한국어 강사들이었으며, 이들 채점자들은 수험자들의 발화를 듣고 전반적인 말하기 능력과 담화 능력 영역으로 각
각 0~6점의 7점 척도의 리컬트 척도를 사용하여 채점하였다. 실험 참여 채점자들에게는 평가 구인 및 평가 과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채점자 훈련을 대신하였다. 채점에 사용된 데이터는 총 48명의 피험자 발화 데이터로 목소리
가 너무 작아 채점과 분석이 불가능한 두 명의 데이터를 제외하였다. 이렇게 수거된 채점 결과를 FACET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국면 라쉬 모형으로 분석하여 모형 적합도, 채점자, 과제, 수험자, 척도 신뢰도를 확인하고 수험자들의 발화
데이터를 수험자들의 담화 능력에 따라 등급화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2.1. 담화 능력별 등급화
가. 모형 적합도 분석
제일 먼저 다국면 라쉬 모형 분석을 위한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잔차가 .00, 표준잔차는 .00, 표본표준편차가 .99
로 나타나 채점 데이터가 다국면 라쉬모형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 특성 곡선을 살펴본 결과로도 관찰치
X가 모두 신뢰구간 95% 안쪽에 위치하여 본 실험을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가 다국면 라쉬 모형 분석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컴퓨터 기반 말하기 평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향(2016)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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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점 신뢰도 분석
다음은 본 연구에 참여한 5명의 채점자들의 적합도로, 원점수가 향후 논의에 적합한지를 알기 위하여 채점자 내 일관
성을 살펴본 결과 내적 적합도 제곱 평균을 기준 값인 1을 중심으로 0.5~1.5를 적합하다고 볼 때 5명의 채점자들 모두
모형이 예측한 대로 일관성 있는 채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채점자 간 신뢰도를 살펴본 결과 엄격성
신뢰도가 .79, 분리도는. 79인 것으로 나타나 채점자 간 엄격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된 카이검정 값을 살펴
본 결과 p=.00(d.f.=4)로 엄격성이 모두 같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여 채점자 간 엄격성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다. 채점 척도 신뢰도
다음으로 채점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본 채점에서 사용된 척도는 0~6점 척도였으나 0점은 아무 응답을 못한
수험자들로9) 이들의 응답은 극단값으로 처리되어 분석에서 제외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척도 0을 제외한 척도 사용을
분석해 본 결과 척도가 증가할 수록 평균 관측 로짓값이 –3.67, -1.93, -.22, .77, 1.81, 3.25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의 척도가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척도의 확률 곡선을 살펴본 결과 Y축 맨
위에서 시작하는 1점 곡선부터 마지막 6점 곡선까지 각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수험자들의 확률 곡선이 비교적 동간으
로 겹치지 않고 이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의 채점 척도가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라. 수험자 국면 분석
다음으로 수험자 국면을 살펴보았다. 먼저 분리 신뢰도(Separation Reliability)를 살펴본 결과10) 0.90으로 나타나 수험
자 관찰 변량의 대부분이 측정 오차가 아닌 수험자의 능력에 의한 편차로 발생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수험자의 능
력 편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는 평가가 수험자의 능력 분포를 잘 보여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3.2.2. 발화 데이터 등급화
위의 데이터로 실험에 참여한 채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채점 척도로 비교적 일관성 있는 채점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여기서는 Fiar(M) Average11) 수치와 관찰치 평균, 수험자 능력 추정치를 고려하며 아래 와
같이 수험자들의 데이터를 그룹화하여 발화 코딩 및 분류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다.

9) 본 과제가 초급 수험자들에게는 어려운 과제로 초급 수험자들은 과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여 무응답하였다. 그 결과 점수는 모두
0점으로 처리되었다.
10) 평가가 수험자들의 능력 차이를 변별해 주는 능력을 나타낸다. 이 신뢰도 지수는 0에서 1의 값으로 나타나며 1에 가까울 수록 신
뢰도가 높으며 수험자의 능력 분포를 잘 설명해 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11) 이는 평균 난이도의 과제를 평균치의 엄격성을 가진 채점자가 평가했을 때 수험자의 평균 능력 추정치를 나타내며, 이 값은 표준
화된 상황에서 예측되는 원점수값을 로짓값으로 변환한 값으로 손실된 데이터 값을 제외하고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관찰 평균치보
다 더 신뢰할 수 있는 평균치를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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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담화 능력 수준별 그룹화
분류

그룹5

그룹4

그룹3

그룹4 상

그룹4 하

그룹3하

그룹3상

그룹2

그룹1

관찰치 평균

5.00~5.20

4.40~4.75

4.00~4.25

3.60~3.80

3.25~3.50

2.00~3.00

1.00~1.40

Fair Average

5.00~5.21

4.39~4.65

3.91~4.15

3.60~3.79

3.17~3.42

1.83~3.00

1.05~1.39

능력 추정치

2.99~3.4

1.88~2.35

0.97~1.44

0.35~0.75

-0.51~-0.01

-3.46~-0.86

-7.01~-4.75

수험자 번호

01, 09

36, 21, 15, 10, 11

22, 07, 06, 19,
35

08, 38, 31, 28, 32, 29, 17, 3, 4, 39, 23, 24, 16, 26,
13, 02
27, 20, 18
14, 12, 37, 34

33, 42, 41, 40,
5

4. 발화 데이터 코딩 및 분석
4.1. 발화 데이터 코딩 방법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의 실제 발화 데이터를 사용하여 위의 등급화 과정과 동시에 MAXQDA 2018을 사용하여 무
응답을 제외한 40명의 발화 데이터에 대한 전사와 발화 코딩 작업을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컴퓨터 기반 말하기 평가가
그 특성상 일방향 말하기이므로 청자 반응이나 겹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피험자의 발화를 의사소통의 최소 단위
인 화행별로 구분하여 줄을 바꾸어 전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부탁하기의 담화 구조와 표현을 분
석하려 하였으므로 발화 내용을 중심으로 전사하였고, 억양(intonation)이나 어조(tone)는 전사하지 않았다. 전사 후 이혜
용 외(2015)의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던 부탁하기 과제에서의 등급 해석 범주와 등급 기술자를 사용하여 두 명의 공동 연
구자가 발화를 코딩한 후 그 결과를 교차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등급 해석 범주와 등급 기술자는 다음 <표
4>와 같다.12)

<표 4> 부탁 화행의 등급 기술자 선정과 해석 범주(이혜용 외, 2015)
등급 기술자
기능 단계
1

부분 단계

인사
관계 형성
(자기소개)13)
단계
안부 묻기
허락 구하기

2

예비 공표
청자
준비 단계 탐색 질문
화제 제시

해석 범주
주된 수행 발화 형식
OO 엄마(아주머니) 안녕하세요./안녕하셨어요?
저:: 옆집 사는 OO(학생, 사람, OO 엄마, 502호)인데요/ 저희 OO네에요
잘 지내셨어요(죠)?/ 그간 안녕하셨죠?/ 별일 없으시고요?
지금 잠시 시간 좀 괜찮으세요?/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혹시 지금 뭐 바쁘시거나 이러신 건 아니죠?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혹시 강아지 좋아하세요?hh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혹시 싫어하시나요?hhh /혹시 이번 일요일에, 댁에
계시나요?
아 저희 그.. OOO(개 이름) 아시죠?hhh/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 있는 건 아시죠::./보신 적 있으시죠?

12) 이혜용 외(2015)에서는 3, 40대 초반의 4년제 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한국어교육학과 교수 및 현직 강사 23명을 대상으로 컴
퓨터 기반 모의 한국어 말하기 평가를 실시하여 실제 말하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한국어 원어민 화자의 부탁하기 대화 구조와 표현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등급 기술자를 선정하고 주 화행인 ‘부탁’의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보조 화행들
이 앞, 뒤로 쓰이고 있는지 상세히 분석하여 등급 해석 범주를 설정하였다. 등급 기술자 및 해석 범주 선정 방식에 대하여서는 이
혜용 외(2015)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13) 소괄호 안의 화행은 수의적인 부분 단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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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설명

*화자가 처한 상황 설명(시험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짐)

의사소통
목적 실현 부탁
단계

3

*‘부탁’의 간접 화행 형식 발화(-ㄹ 수 있나요?, 혹시～괜찮으세요?)
: (잘/좀/제발 제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정말 죄송하구:: 좀 부탁드릴게요./어 괜찮으시면: 조금 도와
주시면 고맙겠어요

설득
재부탁
의사소통 (애원)
목적
강조 단계
고수

4

(마무리
단계):
택1

5

* 개의 온순한 성격 설명, 보살피기 편하다는 내용을 설명함
감사

맡아주신다고 하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

(한번만/정말) 죄송한데 꼬옥:: 부탁(.) 드릴게요./쫌 좀 한번 생각 좀 해줘 보세요.

한탄

제가 다른 데 맡길 데가 없어서요/영희네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가지구요/제 사정이 좀 이렇네요.

부탁

*명시적으로 ‘부탁하다’ 수행 동사 사용
: (잘/좀/제발 제발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정말 죄송하구:: 좀 부탁드릴게요./어 괜찮으시면: 조금 도와
주시면 고맙겠어요

협상

쫌 네, 좀 생각해줘 보세요. 네?

부담 완화

어려우시면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구요::

선택1:
결정 유보 의사 결정
기다리기

생각해 보시고: 저희한테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속 ․ 인사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놀러오세요 한번.
선택2:
결정 확정 사과․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

또한 코딩을 할 때, 부탁하기 과제 수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건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코딩도 같이 실시하였다.

<표 5> 부탁하기 담화의 강화 요인과 약화 요인 코딩 코드
코드
강화
요인

담화 특성

해석 범주

직접적 부담 완화

진짜 거창하지 않습니다. / 키우기 어렵지 않으니까 진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고양이를 밥이랑 물을 주면 돼요

일방적인 마무리

네, 알겠습니다 / 그리고 어 잘 지내고 다음에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압적인 부탁 / 강요

집에서 한 달 동안 부탁해요. / 그래서 내 고양이는 이번 달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한 달 동안 /
산책해 줘야 해요.

동일한 구나 문장의 반복 의사소통 목적 실현 단계의 상황 설명 반복
약화 요인

해석의 어려움 /미완성
문장 / 비문

발음이 명료하지 않거나 중얼거림, 비문 등의 이유로 해석이 어려운 경우

추가 부탁

혹시 아주머니가 시간이 되면 고양이를 가지고 밖에서 산책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 제 고양이를 항상 하루
에 네 시쯤 음식을 먹여 주세요.

부담 강화

한 달 동안 아주머니가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평소 저는 아주머니만 친하기 때문에 아주머니를 믿고 맡기
기로 했습니다.

무관한 내용

과제 내용과 무관한 내용

다음으로 수험자 발화의 전사와 발화 코딩을 마친 후 수험자 담화 능력 그룹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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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발화 코딩 결과 및 분석
4.2.1. 등급별 담화 구조의 특징
1) 그룹5
담화 능력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그룹5의 경우 아래 (1)의 예와 같이 ‘탐색 질문’ 단계를 제외한 부분 단계
를 모두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탁 담화를 수행하기 위한 다섯 개의 기능 단계를 순차적으로 발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과 (1)-10, (2)-7의 밑줄 부분과 같이 성공적으로 부탁하기 과제를 수행한 수험자들의 경우
청자 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제안할 줄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무리 단계의 경우
확정 담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정 유보로 상대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발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1

안녕하세요.

[관계형성-인사]

2

잘 지내셨지요?

[관계형성-안부]

3

아줌마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야 돼요.
고향에 한 달 동안 내려갈 예정인데

4

제가 지금 고양이를 집에서 기르잖아요 키우잖아요.

5

그래서 그 고양이를 코향에 원래는 데리고 가고 싶은데 상황 아 안좋아서 씁 고향
이를 아 고양이를 코향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6
7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한 달 동안 저희 고양이를 키워주시면 저 대신에 키워주시
면 안될까요
정말 귀찮을 드려서 죄송한데 혹시 맡길 수 있으면
제가 양육비 아 식비랑 그런 식비 같은 것 제가 마련 해드리겠습니다 하 하겠습니
다 당연히 그리고 고양이 화장실 시설 같은 것도 같이 드릴거고 음 식 음 예

8

그래서 가능하시면 고양이를 한 달만 씁 아줌마한테 맡겨도 될까요 씁

9

왜냐하면 다른 씁 그 고양이를 맡기는 호텔 같은 것도 따로 있는데 그런데 맡기면

[청자준비-예비공표]
[청자준비-화제제시]
[의사소통목적실현문제 상황설명]
[의사소통목적실현
-부탁]
[의사소통목적실현
-설득]
[의사소통목적강조
-재부탁-요청

저희 고양이가 낯을 가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평

[의사소통목적강조

소보다 친하게 치내주신 지내주신 아줌마께 고양이를 맡기는게 저도 안심이 되고

-고수-부탁

고양이한테도 좋은거 같아서 씁 부탁을 하고 싶어요
10

그런데 음 정말 이 귀찮게 하 해드릴 응 귀찮으실 수도 있고 아줌마도 아줌마 생활
이 있으시니까 혹시 불편하시거나 힘드시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마무리유보-부담 완화]

(2)
음 먹이는 제가 다음 주에 드릴게요
7

그러니까 그냥 먹이만 먹이랑 있으면 사시락 밖에 나가서 놀거니까 그것만 잘 부
탁하고 싶어서요

[의사소통목적실현
-설득-설명]

2) 그룹4
그룹4의 상위 그룹의 경우 발화 마무리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기능 단계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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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발화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기능 단계에 맞는 부분 단계까지
일관성 있는 순서로 수행할 수 있었다.

1

아주머니 요즘 잘 지내셨어요

[관계형성-안부]

2

저는 자문입니다

[관계형성-자기소개]

3

에 그리고 저는 다음 달 고향에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어무니 안부드러

[청자준비-예비공표]

4

저는 지금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에

5

하지만 그 고양이를 고향에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청자준비-화제 제시]
[의사소통목적실현문제 상황설명]

그러니까 음 저는 지금 어머니께서 어머니께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거 바로 어 우
6

선은 에 집에 없는 동 없는 동안 어머니는 제 고양이를 제 대신 저 대신 고양이를
키울 수 있으세요
에 이 고양이는 에 친나고 착한 편이라서 그냥 평소에는 투변날 일이 없거든요 아

7

[의사소통목적실현
-부탁]
[의사소통목적실현-설

마 밥하고 물만 잘 부면 될 거 같은데요

득]

그럼 어무니 에 불편을 주셔서 정말 죄사는데 제 부탁을 들을 수 있나요 괜찮으
8

세요

[의사소통목적강조
-재부탁-요청

(3)
그룹4의 하위 그룹의 경우 또한 마무리 단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탁 담화를 구성하는 5개의 기능 단계 중 4개 혹
은 3개만을 수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부탁 담화를 수행하기 위한 네 개의 기능 단계를 일관성 있는 순서로. 발화
한 경우에 위의 상위 그룹과는 다르게 긍정적인 담화 전략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오히려 (4)-5
의 밑줄 부분과 같이 해석 불가와 같은 약화 요인을 가지고 있는 담화가 나타났다. 세 단계의 발화 구조를 갖춘 경우는
‘관계형성-청자 준비-의사소통 목적 실현’, ‘청자 준비-의사소통 목적 실현-의사소통 목적 강조’ 또는 ‘관계 형성-의사소
통 목적 실현-의사소통 목적 강조’ 의 담화 구조로 나타났다. 또한 이렇게 세 단계의 담화 구조만 갖춘 경우는 네 단계
의 담화 구조를 갖춘 경우와는 다르게 오히려 (5)-5의 밑줄 부분과 같이 직접적 부담 완화와 같은 긍정적인 담화 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1

어 아주머니 시월이에요 냠

2

잘 지내 지내시 지내고 있으세요

3
4
5

6

제가 엄 아주머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서 지금 아줌마 집에 왔습
니다
제가 이번 학기 끝난 후에 한 달 동안 꼬향에 돌아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강아지는 데려 가기가 좀 힘들 때문에

[관계형성-자기소개]
[관계형성-안부]
[청자준비-예비공표]
[의사소통목적실현문제 상황설명]

아주머니에게 한 달 동안 캉아지를 기르고 기르고 달라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

[의사소통목적실현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제 제 으 고양이는 넘 목소리도 작고 야마미 움직이지 않은 편이라서

-부탁]

아주머니 집에도 아마 기르기 싶다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한 달 동안 고향에 돌

[의사소통목적실현-설

아갈 때 보면 고향이 음식도 있고 강아지 음식도 엄 아주머니에게 주시니 되니

득]

까 주시니까 강아지르 기응 강아지르 좀 맡겨시코 맡기고 시뽀오 그냥 제 어 음

147
강아지에 문제가 있을 때 제 전화번호르 나 카톡 아이디느 아주무이에게 알려
주니까 알려주심이 이니까 연락하면 바로 여기에 돌아가니까 먼저 합 문저나
문저 기워주세요 그리구여 빌 풀 거라언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이면 저도 같이
고생 문제 새기도록 생각하는데
7

에 부탁겠습니다

[의사소통목적강조
-재부탁-요청

(5)
1

네 안녕하십니까

2

저는 옆 집에 사는 **라고 합니다.

3
4

제가 대만 돌아가기 전에 계속 고양이 키우는데 갑자기 한국 집에 다니던 도중
돌아가게 됐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집에 제가 없으니까

[관계형성-인사]
[관계형성-자기소개]
[의사소통목적실현문제 상황설명]

한 달 동안에 부탁하는 것 괜찮습니까? 한 달 동안에 고양이 챙겨 주시면 좀 부

[의사소통목적실현

탁이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한 달 동안 미안한데 그래도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부탁]

제 고양이는 자기의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물도 꼬박꼬박 주면 되는데 되니
5

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고양이를 밥이랑 물을 주면 되니까 한 달 후에

[의사소통목적실현

는 다시 돌아오면 할머니께 꼭 감사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설득]

어 자는 거 좋아하니까 할머니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면 됩니다.
6

한 달 동안에 아주머니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목적강조
-재부탁-요청]

3) 그룹3
그룹3의 담화는 대부분 세 개의 기능 단계 구조로 나타났다. 그룹4의 하위 그룹과 마찬가지로 ‘관계형성 단계-청자 준
비 단계-의사소통 목적 실현 단계’, ‘청자 준비 단계-의사소통 목적 실현 단계-의사소통 목적 강조 단계’ 또는 ‘관계 형
성 단계-의사소통 목적 실현 단계-의사소통 목적 강조 단계’의 구조 중 하나로 나타났다. 부탁하기 과제를 수행하기 위
하여 가장 일차적인 담화인 ‘상황설명-부탁하기-설득’의 부분 단계 구조는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담화 구조 순서
또한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룹 4와 같이 세 개의 기능 단계를 갖춘 경우라고 할지라도 7-4)와 같이 추가 부탁
과 같은 약화 요인들이 포함된 경우들이 다수 나타났다.
(6)
1

아주머니 음 저 죄송한데

2

다음 달에 한 달 동안 일본에 가려고 하는데

3

그 동안 우리 집 고양이를 좀 부탁해도 될까요
음 우리 집 고양이는 음 어 자깐 편인데 아마 괜찮을 거 같은데요 음 하루 세

4

번 씩 밥을 먹이고 물도 먹이면 될 거 같은데요 음 고향에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없는데 음 봐주시겠죠

[청자 준비-예비공표]
[의사소통목적실현문제 상황설명]
[의사소통목적실현
-부탁]
[의사소통목적실현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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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리 어 그리고 저희 어 고양이 너무 착하고 귀엽 뭐 기 기 귀여워서 아 귀여우

4

니까 저 아줌마 아주머니가 어 그냠 내이 고양이랑 한 시간 산책하면 어 데리고

[의사소통목적실현

산책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끼운 키우는 키우기 어렵진 않아 않으니까 걱정

-설득]

안하 안하셔도 됩니다

그룹3의 하위 그룹의 경우 그룹3의 상위 그룹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세 개의 기능 단계를 지닌 담화 구조를 보였으나
이들 모두 약화 요인들을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담화를 발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무리 단계에서는 상위 그
룹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확정-감사 인사’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이나 확정을 표방하고
감사 인사를 하는 담화는 상대방의 반응이 긍정적이며 현재 담화 상황이 컴퓨터 기반 말하기 담화로 일방성을 전제로 이
루어진 담화라는 것을 무시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발화는 평가 시
부정적으로 간주되었다. 평가자는 ‘확정-감사 인사’의 발화가 상대방의 의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확정 짓는 것으로 여겨
청자를 무시한 발화, 어색한 발화로 평가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룹3의 하위 능력 수험자의 발화에는 약화 요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6>와 같다.

<표 6> 약화 요인의 예

추가 부탁

음 그리고 혹시 아주머니가 시간이 되면 거향 고향을 고향이를 고향이를 가지고 밖에서 산책하면 더 좋을거 같아요 / 어어 아주머
니 어 어 혹시 시간이 있으면 아 좀 아 좀 고양이를 좀 점심 음 좀 주실래요 / 제 고향 제 고양이는 어 그냥 하 항상 아 네시 아
하루에 네시쯤 아 고양이의 음식을 먹껴 먹껴 주세요 그리고 아 음 오후에 점 아 저녁에 일곱시쯤 아 음 코향이 음 뚱뚱뚱 사서
사서 주세요 아 그리고 아 아 하루에 그리고 음 밤에 열한시쯤 고양이는 재워주세요 왜냐하면 그 고양이는 항상 내 옆에 자신 있으
니까 아 이번에도 아침에도 아 쓰 쓔 고양이의 머리를 쓔러주고 아 고양이르 고양이에게 아 채워 야채워 주시면 좋겠어요

부담 강화

음 한 달 동안 아마 아주머니가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저 부탁한 일이 좀 많은데요 / 어 아주머니만 치하기 때문에 음 아주머니
께 아주머니를 믿고 맡기기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무관한 내용

음 아 그동안 아주머니에게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아주머니 진짜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구나
문장의 반복

2 제가 씁 음 탄배를 한 달 동안 고향에 돌아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르고 있어서 그 고양이르 고양이도
같이 고향에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같이는 갈 수 없다고 없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속상해 했는데요
3 그 고양이를 한 달 동안 기워 주식 기워 줄 수 있어요
4 아 원래는 같이 고향에 테리고 갈 수 있었음 좋겠는데 저도 저도 어쩔 수 없이 같이는 갈 수 없다고 들어서 들어서요

일방적인 마무리

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 감사합니다. / 잘 부탁드립니다.

4) 그룹2
앞선 그룹 5, 4, 3의 수험자들의 담화에서는 부탁 담화 원형의 기능 단계들을 모두 발화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의사
소통 목적 실현 단계’의 부분 단계인 ‘상황 설명, 부탁, 설득’의 담화 구조들은 모두 나타났다. 하지만 그룹2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의사소통 목적 실현 단계’에 대한 담화 구조가 갖추어지지 못하거나, 의사소통 목적 실현 단계를 갖춘 경우라
고 할지라도 그 담화 안에 여러 약화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탁 담화에 대한 기능 단계 수행
순서가 순차적이지 않아서 담화 구조가 비일관적으로 나타났다. 아래 (10)에서는 ‘의사소통 목적 실현-설득’ 담화가 나타
나지 않았으며, (11)에서는 ‘상황 설명’과 ‘부탁’ 발화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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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안녕하세요

2

저 여쭤보고 싶은거 있는데

2

저 한 달 동안 고향에 돌아갈건 건데 내 집에 있는 코향이가 고양이를 데려 데
리고 갈 수 없오소

[관계형성-인사]
[청자준비-예비공표]
[의사소통목적실현문제 상황설명]
[의사소통목적실현

3

아주머니께 한 달에 깨워 끄게 부탁할 수 있습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이모

[관계형성-인사]

2

잘 지내시죠

[관계형성-안부]

3

제가 다음 주 어 다음 주 부터 어 다음 달 까지 교향네 돌아 가는데

-부탁]

(11)

4

혹시 우리 집 고양이 좀 부타 하셔도 될까요

5

제가 그 한 달 동안 어 가조들이랑 가까 하고 고향에 있어서 그 고양이나 혼자
집에 둘 수고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데리고 사람이 없어서

6

좀 데리고 갈 수도 데리고 그 고양이 데리고 가도 가셔도 됩니까 부탁해도 괜찮
으세요

7

그리고 이 이 고양이 참 순수하고 착해서 어 이렇게 부타 좀 드러 어 작은 일
이 있죠 그래서 어 그래서 너무 착해서 아마 밥하고 물만 다 주면 이렇게 됩니

8

다
그리고 이 이 고양이 참 순수하고 착해서 어 이렇게 부타 좀 드러 어 작은 일
이 있죠 그래서 어 그래서 너무 착해서 아마 밥하고 물만 다 주면 이렇게 됩니
다

9

왜냐하면 제가 그 고향에 가서서 그 고양이 그 사람이 없으면 어 좀 찾아저걸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제발 자 부타 드립니다

10

그리고 그 제가 그 교향에 교향에 갔다 오면 그 어 대만에 특산물 그리고 맛있
는 과자 또 사줄게요 괜찮으시죠 이모 잘 부타 드립니다

11

그리고 어 다 지내고 다음에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이모

[의사소통목적실현문제 상황설명]
[의사소통목적실현
-부탁]
[의사소통목적실현
-상황설명]
[의사소통목적실현
-부탁]
[의사소통목적실현
-설득]
[의사소통목적강조
-재부탁]
[의사소통목적강조
-한탄]
[의사소통목적강조
-재부탁]
[마무리
-확정-감사인사]

특히 의사소통 목적 실현 단계를 갖추었거나, 의사소통 목적 강조나 청자 준비 단계 등을 추가적으로 갖춘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룹2에 속한 경우를 살펴본 결과 11-11), 12-6)의 마무리 단계와 같이 일방적인 확정 담화를 사용한 경우라
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12)
5
6

괜찮으시면 그 고양이 그 고양네게 그 고야네 밥하고 물만 잘 주면 잘 주면 됩
니다 어 고향 음 우리 고향은 아주 착하고 음 네 네 밥만 주면 됩니다
어 아 네 알겠습니다

[의사소통목적실현
-설득]
[마무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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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룹1
그룹1에 속한 수험자들의 발화는 관계 형성 단계의 부분 단계인 ‘인사’나 ‘안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기능 단계도 수
행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 목적 실현 단계’의 부분 단계 중 하나의 담화 구조를 한 문장 정도로 구사한 경우들이 대부분
이었다. 또한 한 문장 이상의 문장을 구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완성된 문장으로 발화하지 못하거나 비문으로 발화하여
이해 불가능하였다.
(13)
1

안녕하세요.

2

아주머니 고야 아 부탁 고양이 부탁해요 아

[관계형성
-인사]

(14)
[관계형성

1

안녕하세요.

2

아주머니께서 부탁 부탁을 음 음 고양이를 하루에 세 번만 부탁해요

3

고양이 음 못 가 부탁

-인사]
[의사소통목적실현
-부탁]

4.2.2. 그룹별 담화 특성들의 출현빈도 비율
앞서 주요 담화 구조에 대한 발화 코딩을 통하여 찾아낸 그룹별 담화 특징들이 실제로 어떤 빈도 비율로 나타나는지를
MAXQDA 2018에서 제공되는 발화 코드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그림 2] 부탁 화행의 기능 단계 매트릭스(Code Matrix Browser)14)
위의 [그림 2]에서 보듯 담화 능력 점수가 가장 높은 그룹5부터 가장 낮은 그룹 1까지 모든 그룹의 수험자들에서 부탁
이라는 ‘의사소통 목적 실현’을 위한 수행 단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룹1의 경우, 의사소통 목적
실현 단계가 관계형성을 위한 발화보다 빈도가 현저히 낮게 나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담화 능력이 가장 상위
의 그룹5의 경우, 마무리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들을 비슷한 빈도 비율로 발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그
룹5부터 그룹1로 갈수록 의사소통 목적 강조 단계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담화 능력
을 가진 수험자일수록 의사소통 목적 강조 담화를 잘 구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부 담화 구조에 대한 발화 코딩 결과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14) MAXQDA 프로램에서는 연구자가 원하는 행이나 열의 변수를 선택하면 그 변수별로 코딩된 코드들의 빈도 비율을 원이나 네모
모양의 도형으로 나타내 준다. 여기에서 도형의 크기는 ‘상대적인 빈도 비율’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그룹별(열)로 사용된 코드들의
빈도 비율을 나타낸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51

[그림 3] 하위 부분 단계 발화 코드 매트릭스(Code Matrix Browser)
[그림 3]를 보면 가장 담화 능력이 높은 그룹5의 경우 청자 준비 단계의 ‘탐색 질문 담화’를 제외한 모든 부분 단계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또한 MAXQDA 2018에서는 각각의 코딩된 담화 부분이 순차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고 있는가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도 제시해 주는데 이를 확인한 결과 모든 담화 구조들이 한국어 원어민 화자와 동일한
순서로 일관성 있게 발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탁하기 담화를 비원어민 화자도 한국어 원어민 화자와 같은 구조와
순서로 발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앞선 기초 연구에서 선정된 등급 기술자들이 ‘탐색 질문’을 제외하고
는16) 타당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룹 1의 경우, 관계형성 단계(‘인사’)와 의사소통 목적 실현 단계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 단계는 전혀 수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화행 수행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목적 실현 단계의 수행
빈도 역시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마무리 단계와 같은 경우 모든 수험자들이 발화한 것은 아니었으나 담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록 마무리 단계에서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발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강화 요인과 약화 요인 코드 메트릭스(Code Matrix Browser)

15) 한국어 원어민 화자에서 나타난 탐색 질문 담화의 경우 다른 모든 그룹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원인이 더 상위의 담화 능력이
필요한 것인지 그 외의 다른 사회문화적 원인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추후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6) ‘탐색 질문’ 단계 설정이 타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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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강화 요인과 약화 요인을 코딩하여 살펴본 결과 담화 능력이 높은 그룹일수록 직접적인 부담 완화 발화 빈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반대로 담화 능력이 낮은 그룹일수록 약화 요인의 발화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담화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 담화 전략의 사용 능력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론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등급을 기술에 사용할 수 있는 등급별 담화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등급 기술을 위한 등급별 담화 특징
급

등급별 특징

0

0

1

1
1~1.9

관계 형성을 위한 문장을 제외하고는 과제 수행을 위한 발화는 문장으로만 발화가 가능하다. 문장 이상의 발화 불가능하다.

2

2
2~2.9

의사소통 실현 단계가 미흡하며 약화 요인들 (일방적인 마무리, 강요/강압적 부탁, 부연/중복, 해석 어려움, 추가 부탁, 부담 주기,
무관)이 나타난다. 담화 구조 단계에 맞지 않는 일관성이 없는 담화가 나타난다.

3상
3~3.5

의사소통 실현 단계를 갖추거나 세 단계의 구조를 갖추었으나 약화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3하
3.5~4

세 단계의 구조를 갖추었거나 의사소통실현 단계를 갖추었으며 약화 요인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긍정적인 요인도 나타나지 않는
다.

4상
4~4.5

네 단계의 구조를 갖추었으나 부담 완화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은 나타나지 않는다.
네 단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부담 완화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이 나타난다.

4하
4.5~5

네 단계 구조를 갖추고 부담 완화와 같은 긍정적인 강화 요인을 포함하거나 필수불가결한 이유로 설득을 함.

3

4

5

5
5~6

문장도 구사하지 못함

다섯 단계의 모든 담화 단계를 일관성 있게 갖추고 있으며 긍정적인 요인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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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한국어 말하기 등급 기술을 위한 기초 연구(3)
-‘부탁하기’ 과제 발화의 코딩 및 분석 단계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은호(중앙대학교)

그 동안의 말하기 등급 기술은 평가자의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실증적 증거의 부족과 타당성 문제 등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학습자들의 수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다 타당한 말하기 등급 기술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본 연구의 논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며,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연구 설계와 흥미로운 결과 제시를 통해 의미 있는
시도를 해주신 연구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발표와 관련하여 독자, 청자로서 궁금하게 여겼던 점들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연구자 선생님들의 본 연구 및 선행 연구는 개별 화행의 담화 구조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이
를 바탕으로 등급의 기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가 거시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전체 등급 기술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상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별 화행에 대한 연
구의 축적이 이루어지더라도 전반적인 말하기 등급 기술을 위해서는 화행의 담화 구조뿐만 아니라 말하기 능력을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최종 등급 기술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후속 연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2. 발화 데이터의 채점
학습자들의 담화 능력에 따라 부탁 화행의 담화 구조가 다르게 나타난 연구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발표
문에서 밝히신 대로 본 연구 결과가 말하기 평가의 '담화 능력'을 기술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로 사용되려면 실험 참
여자들의 발화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어 교육에서 아직 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본 연
구에서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총체적 말하기 능력'과 '담화 능력'에 대한 채점을 실시하였는데 '총체적 말하기 능
력'과 '담화 능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채점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채점자들이 채점을 하기 전 부탁 화행의 등급 기술자 및 해석 범주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알려주시면 발화 데이터의 등급화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그룹3:‘확정-감사 인사’
그룹 3의 하위 그룹에서 나타난 ‘확정-감사 인사’는 CBT 방식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러한 발화가 평가 시
부정적으로 간주된 것이 흥미롭습니다. 채점 시에 일방향적 대화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지 연구자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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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확정-감사 인사'는 다른 등급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지도 궁급합니다.

4. 부탁하기 담화의 강화 요인과 약화 요인
9쪽 표에서 제시된 부탁하기 담화의 강화 요인과 약화 요인 코딩 코드에서 약화 요인의 담화 특성의 층위가 혼재되
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동일한 구나 문장의 반복, 해석의 어려움/미완성 문장 비문 등은 담화의 특성이
라기보다는 언어 능력과 관련된 특성으로 보이는데 범주화의 기준을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5. 담화 구조의 갯수
발표문 11쪽에 제시된 그룹 4의 발화에서 세 단계의 담화 구조만 갖춘 경우에 네 단계의 담화 구조를 갖춘 경우와
달리 긍정적인 담화 전략(예: 직접적 부담 완화)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담화 구조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6. 기타
1) 채점 신뢰도 (7쪽)
채점자 간 엄격성의 차이가 크다고 밝혀주셨는지 이러한 사실이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2) 발표문에 제시된 발화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도 궁급합니다.

제시하신 연구 자료가 일부의 예이기에 토론자가 이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자 선생님들의 '총체적 말하기 능력'에 대한 등급 기술을 위한 후속 연구가 매우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분과

3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과 말하기 평가

사회 : 이정란(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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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한 말하기 평가 방향
정다운(한국학중앙연구원)⋅손다정(서울여자대학교)

1. 서론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은 하임즈(Hymes, 1967)에 의해 도입된 개념으로 특정 상황에서 의미가 있
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해석하면서 상호작용하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1) 커넬과 스웨인(Canale & Swain, 1980), 커
넬(Canale, 1983)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사회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담화적 능력(discourse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으로 구체화하였다.2) 따라서 말하기
능력 역시 적절한 문장을 구성하고 담화를 구성할 수 있는 문법적 능력과 담화적 능력뿐만이 아니라 상황에 적절한 발화
를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언어적 능력과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넘어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
는 전략적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말하기는 음성언어라는 특성으로 인해 문자언어에 비해 생산과 수용,
표현과 이해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화 상대자와의 상호작용 능력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언
어 기능에 비해 발화가 일어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이에 적절한 언어 구사가 더욱 강력히 요구된다.
학습자들이 상황에 적절한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목표 언어가 기반하고 있는 문화와 사회를 알아야 한다. 제2언어
및 외국어로서의 언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강조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고 또 언어
는 문화의 일부분이므로 목표 언어가 사용되는 문화에 대해 잘 알면 언어 사용 역시 더욱 적절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
다.3)
권오현(1996)에서는 외국어 교육학에서 한때 학습자들이 문화적으로 동화(assimilation), 통합(integration)되게 하는 것
을 목표로 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학습자의 문화적 이질성을 결핍으로 보고 학습자가 목표 언어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학습자를 성공적인 언어 학습으로 이끌 것이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언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을 바라
보는 관점은 이와 같지 않다. 최근 한국어 학습자들이 증가하면서 학습자의 문화권 역시 다양해졌으며, 특히 제2언어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은 한국어 교실에서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학습자들과 한국어를 도구로 서로 의사소통한다.

1) 브라운(Brown, H., 2015: 233)
2) 문법적 능력과 담화적 능력이 언어 체계에 대해 알고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면 사회언어적 능력과 전략적 능력은 언어를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사회언어적 능력은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사비뇽, Savignon, 1983). 바흐만(Bachman, 1990)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언어 능력으
로 지칭하고 언어를 조직하는 능력과 화용적 능력으로 구분하였는데 사회언어적 능력은 화용적 능력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도 사회언어적 능력이 언어 사용역과 문화적 표현을 아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3) 유럽 공통 기준(CEF: Common European Framework) 및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에서도 언어 교육의 목표를 의사소통 능력의 향
상으로 두고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언어에 대한 지식, 언어의 적절한 사용 등을 모두 교육 내용으로 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문화가 언어 지식과 언어 기술과 더불어 교육 내용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며 각 문화마다 언
어와 언어 사용상의 특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언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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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한국어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수신하면서 학습자가 본래 속한 각기 다른 모문화의 영향을 받는데 권오현
(1996)에서도 소통 이론에 비추어 기호 목록이 동일하더라도 발신자와 수신자는 자신이 속한 문화 작용에 의거하여 기호
를 코드화(Enkodieren)하거나 해독(Dekodieren)한다고 설명하였다. 낯선 기호(외국어)를 사용하는 소통 당사자의 경우에
자신에게 익숙한 기호(모국어) 사용에 준하여 기호 운영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더라도 기호를 운
영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언어 교육과 사용 환경에서 학습자를 한국 문화에 동화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완전한 동화가 가능한 것이냐의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학습자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서로 다른 문화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의사소통을 실패하게 되는 것을 방치하게 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
습자들이 서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오늘날 언어 사용 환경은 여러 문화가 공존하면서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문화 간 의사소통 환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와 같은 환경에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하기 위해 특히 말하기를 중심으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나아가 이에 대한 평가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
서로 다른 문화가 대면하는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실시되는 의사소통을 바로 ‘문화 간4) 의사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이라 한다. 브루노(Bruno)에서는 ‘문화 간(interculture)’이라는 표현에서 ‘inter’는 문화들 사이의 대면
(confrontation)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공존하고 있
는 사회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라면 ‘문화간(간문화)주의(Interculturalism)’는 공존을 넘어서 각 문화가 서로 대면하며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허영식(2000)에서도 ‘문화 간’이라는 표현은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 자체가 아니
라 서로 다른 문화의 교류 및 접촉,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다문화사회’라는 표
현은 흔히 사용되지만 ‘문화간사회(간문화사회)’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었다.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화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5) 폴커(Volker, 1990)에서도 의사소통과 문화의 관계6)를 설명하면서 문화의 차이에 따른 갈등을 설명하였다. 문화

4) ‘간문화’로 번역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실시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논의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기 위해 ‘간문화’라는 표현 대신 ‘문화 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참고
문헌에서 ‘간문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발표문에서는 ‘문화 간’으로 바꾸어 제시하였다.
5) 정숙현(2001)에서는 문화 간 의사소통 상황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1)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문제(문화적 지식, 관습, 제도, 가치관, 전통 등)
2)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언어, 제스처, 억양, 비언어 등)
3) 개인적 성향에서 나타나는 문제(상호행위 경험과 준비성, 인내심, 이해심, 타협심 등)
6) 의사소통과 문화의 관계(폴커, 1990)
- 세상에는 서로 다르고 서로 구별되는 문화들이 있다.
- 문화와 의사소통은 연관관계 속에 있다.
- 의사소통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의 문화에 속해 있다.
- 문화적인 것이 의사소통에 반영되어 있다.[즉, 문화 가담 없이는 인간은 전혀 소통할 수 없다.]
- 문화 가담이란 독특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공동의 문화 가담은 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상이한 문화 가담은 소통을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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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있을 경우 메시지 수신자가 메시지 발신자의 의도와 다르게 메시지를 해석하여 메시지 발신자의 기대와 다른
반응을 하게 되어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갈등을 극복해야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서로 다른 문화의 작용으로 인해 유발되는 갈등을 극복하면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바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이다. 손버리(Thornbury, 2008)에
서도 ‘문화 간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을 의사소통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갈등과 차이를 중재하는 능력으로
정의한 바 있다. 손버리(2008)는 유럽 공통 기준(CEF: Common European Framework)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 교육의
규준을 참조하여 문화 간 능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문화 간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손버리, 2005)
ㄱ. 모문화와 이문화를 서로 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
ㄴ. 문화적 민감성,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이문화와의 대면에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
ㄷ. 모문화와 이문화 사이의 문화 중개자의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이문화간의 오해와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ㄹ. 진부한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김진석(2015)에서는 화자들 간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이고 적절
하고 만족스럽게 전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여기서의 효과적이라는 뜻은 의사소통자들이 상호 공유하는 의미를 달성하
는 정도를 가리키며 적절함이란 상호 작용하는 행동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만족성은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만족스럽게 전달되었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생각할 때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 목표 언어의 문화에 동화되어 목표 언어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상황에 다양한 문화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다른 문화가 작용함으로 인해 발생
하는 갈등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적절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인을 제시한 연구
들이 있다. 먼저 에더(Eder, 1996)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사회 심리적 능력, 의사소통의 유연성, 목적의식이 있는
상호작용 행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사회 심리적 능력은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 낯선 대화 상대에 대한 불안감 문제,
문화 차이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행위에 대한 지식, 해당 문화에 맞추어 활발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말한다고 하였고
의사소통의 유연성은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스타일에 대한 지식, 자신의 의사소통 모형을 의사소통 상황에서 유연하게 활
용하는 능력, 이문화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상호작용 형식을 배우고자 하는 태도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목적의식이 있
는 상호작용 행위는 의사소통 과제와 목적에 초점을 두고 문화적으로 다른 의사소통의 흐름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자기
문화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문화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유연하게 관철
시키며 목적을 달성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하였다.
바이람(Byram, 1997)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 태도, 지식, 해석 기술, 발견과 상호작용 기술을 기반으로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 태도(attitude)는 호기심과 개방성을 갖는 것이며 지식(knowledge)는 다른 문화권의 문화적 양식, 산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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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 해석 기술(skills of interpreting)은 다른 문화권에서 생산된 텍스트 및 문서를 자신의 입장에
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발견과 상호작용 기술(skills of discovery and interaction)은 다른 문화의 중요한 현상
을 발견하고 그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호기심과 개방성을 가지고 다른
문화에 대해 이해하면서 그 가치를 찾고 나아가 자신의 입장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 것이다.
김진석(2015)에서는 바이람(1997)의 논의에서 ‘지식, 해석 기술, 상호작용 기술’의 정의가 모호하여 각 구성 요소가 분
명히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보완하여 문화 간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를 인식 태도, 지식, 기술로 정리
하였다. 바이람(1997)에서 해석 기술과 발견 및 상호작용 기술을 같은 층위에서 설명한 것과 달리 기술을 하나의 구성
요소로 놓고 이 기술을 구성하는 하위 구성 요소로 발견, 의미 해석, 화행, 상호작용 기술 등을 구분하여 두었다. 이때 기
술이란 문화 간 차이를 발견하고(발견 기술) 해석하고 이해하며(의미 해석 기술)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면서(화행 기술) 의
미를 협상해 나가는 상호작용 능력(상호작용 기술)으로 설명하였다. 학자들이 설명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
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 비교
에더(1996)
사회 심리적 능력
구성 요소

의사소통의 유연성

바이람(1997)7)

김진석(2015)8)

태도

인식 태도

지식

지식
발견 기술

해석 기술
기술

목적의식이 있는 상호작용 행위

발견과 상호작용 기술

의미 해석 기술
화행 기술
상호작용 기술

7) 문화 간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바이람(1997), 김진석(2015)에서 재인용하여 정리)
- 태도(attitude): 호기심과 개방성을 갖는 것, 다른 사람의 관점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관점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
- 지식(knowledge): 다른 사회 집단, 문화권 사람들의 문화적 양식, 산물, 가치 등에 대해 아는 지식
- 해석 기술(skills of interpreting): 다른 문화의 텍스트, 문서 등을 해석하고 이들이 자신의 사회에 주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발견과 상호작용 기술(skills of discovery and interaction): 독자적으로 또는 대화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문화의 중요한 현상들
에 대해 발견하고 그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
8) 문화 간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김진석, 2015)
- 인식 및 태도(attitude): 호기심과 개방성을 갖는 것, 다른 사람의 관점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관점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자세
- 지식(knowledge): 다른 사회 집단, 문화권 사람들의 문화적 양식, 산물, 가치 등에 대해 아는 지식
- 기술(skills): 문화적 배경이 다른 대화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들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들을 탐구․비교하여 발견하고,
문화들 간의 차이를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고 의미를 협상에 나가는 상호작용의 능력


발견 기술(skills of discovery): 독자적으로 또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화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들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들을 탐구하고 비교하여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의미 해석 기술(skills of interpreting): 문화적 배경이 다른 화자가 사용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문어(텍스트, 문서 등)나 구어를
해석하고 이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주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화행 기술(skills of speech act): 문화가 다른 참여자들 간 맥락 속에서 자신의 의도나 목적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발화할 수
있는 능력



상호작용의 기술(skills of interaction): 문화가 다른 화자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의견의 일치를 찾기 위해
협상해 나가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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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여기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에
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보고자 한다. 위의 연구들을 통해 문화 간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정상적인 것으로 이해하며
다른 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태도와
지식을 기본으로 하여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이야기하는 ‘기술’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 갈등 상황이 생겼을 경우 우리는 먼저 의사소통 참여자의 의미 해석에 서로 다른 문화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상대방의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의미를 해석하며
나아가 자신의 의도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문화를 조절하면서 상대와의 협상을 통해 갈등을 방지하고 중
재하게 된다.
즉, 이러한 갈등의 중재과정은 다음과 같이 ‘발견-해석-상호작용’의 3단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바이람
(1997)과 김진석(2015)에서 ‘기술’로 정리된 부분을 통합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 문화에 완전히 동
화되는 것으로 문화 간 의사소통의 갈등을 극복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발견

해석
→

대화 상대자 발화가 기반하고 있는 문화
가 자신의 문화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한
다. 대화 상대자의 발화가 기반하고 있
는 문화에 대한 지식을 상기한다.

상호작용
→

대화 상대자의 발화가 기반하고
있는 문화에서 지니는 의미를 해
석한다.

① 대화 상대자의 문화를 받아들여 그에 맞추어 발
화한다.
② 자신의 문화를 조절하여 대화 상대자와 협상을
시도한다. 이때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대화 상대자 발화 의도를 확인한다.

[그림 1]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중재 과정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문화를 대하는 개방적인 태도와 이문화에 대한 지식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갈등상황
에서 작용하는 문화적 차이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진 문화적 지식을 바탕으로 발화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
소통 상황에서 자신의 문화를 조절하며 대화상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협상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말하기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말하기는 음성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 감정, 정보 등을 표현하는 활동인데 말하기 행위 자체가 청자를 전제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청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말하기의 의미가 구성되고 의미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9)
이러한 말하기의 특성은 이창덕 외(2014)에서 이야기하는 화법의 성격인 구두언어성, 상호교섭성, 관계성, 사회문화성

9)
말하기는 음성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 느낌, 정보 등을 표현하는 활동이며 이 과정에서 인간은 음성언어와
김선정 외
(2010)

함께 비언어적인 요소(몸짓, 표정 등)를 사용한다. 또한 말하기 행위는 청자를 전제로 이루어지기에 말하기와 듣기
는 상호작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하기는 단순한 상호작용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이상의 의미로 의사소통 체계
각 부분이 상호 의존되어 있고 또 완전한 상호 인과관계에 높이 있기 때문에 상호 교섭적(transactional)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전은주, 1999:57).(김선정 외, 201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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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이창덕 외(2014:30-38)에서는 화법은 참여자들이 구두 언어 의사소통을 통해 삶을
나누는 언어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화법은 언어적 정보 이외에 참여자들의 관계를 생성하여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인간 관계적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역할이 문자 언어 의사소통보다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말
한다. 또한 화법은 참여자들이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서로 의미를 교섭해 가면서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상호교섭성을
가지기에 화법은 화자와 청자 그리고 화법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의미를 구성해가는 역동적인 과정이
라고 설명한다. 이외에 관계성은 사회 구성원들이 화법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킨다는 것을 뜻하며 사회
문화성은 민족의 말 문화 전통에 따라 그리고 연령에 따라 사회적 계층에 따라 성의 차이 등에 따라 화법의 문화가 달리
형성됨을 뜻한다.
말하기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문화 간 의사소통 역시 말하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은 화법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성, 상호교섭성, 사회문화성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 사회가 국제화되고 다양화되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도 매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
게 되었기에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은 과거보다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서도 문화 간 의
사소통 능력 향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말하기 교육과 평가
여러 문화가 개입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화 간 갈등 때문에 의사소통이 실패할 수 있다면 말하기 교육에서 이를 중
재할 수 있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문화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자세히 이해
하기 위해서 먼저 문화 유형의 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문화 유형 분류
클러콘과 스트로드벡
(Kluckohn & Strodbeck)
인간과 자연
시간 관념
문화 유형

인간 본성
활동
사회 관계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
연구소 외
(2017)

홀(Hall)

호프스테드(Hofstede)

시간
공간과 속도
논리
언어 메시지
사회적 역할
대인관계

권력-거리 지수 *
불확실성 회피 지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남성성과 여성성
단기 지향성과 장기 지향성

말하기는 음성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 생각, 정보 등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기능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말
하기는 혼자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담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과 상호교섭 속에서 메시지의 의미가 계속해서 창조되
고 재정의되며 협상 가능해지므로 의미협상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담화 참여자들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정보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여 정보의 공백을 메워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 연구
소 외, 2017:137)
말하기는 음성 언어를 매개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정보 등을 표현하는 언어 기능의 하나이다. 의사소통 상황에서

지현숙(2017)

말하기는 화자 자신이 의도한 바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자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말하기 능력이
란 청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이 의도한 바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청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반응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지현숙, 20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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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위의 문화 유형 분류 중 호프스테드의 문화 유형 분류를 참고하여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화 간 갈등이 일어
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말하기 교육을 생각
해 보겠다.

1) 불확실성 회피와 수용의 문화 차이로 나타나는 갈등
한국은 호프스테드(Hofstede 2001:151)에 따르면 불확실성지수가 53개국 중에서 16위로 비교적 불확실성에 대처하지
않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회피하는 전략을 취하는데 예를 들어 “아마도”, “글
쎄” 라는 표현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처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다.(유수연 2008:24). 다음은 이러한
불확실성 회피 문화와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문화 간 의사소통 상황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예이다.

가: 안녕? 잘 지냈어?
나: 어. 잘 지냈어. 별일 없지?
가: 어. 별일 없어. 우리 만난 지 정말 오래 된 것 같아. ㉠ 다음에 같이 밥 한 번 먹자.
나: 그래. 알았어. ㉡ 언제 만날까?

위의 예는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의 대화이다.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의 경우 한국에서는 흔히 다음에 같이 밥 한 번 먹
자고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정확하게 시간을 묻지 않는 경우 대부분 인사로 이해하고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위
의 대화에서 ‘나’는 ‘가’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언제 만날 것인지를 묻고 있는데 이때 한국 문화의 상황에서 ‘가’는 정확
한 시간을 잡자는 ‘나’의 발화가 당황스러울 수 있다. 즉, 다음에 같이 밥을 한 번 먹자는 발화가 가지는 불확실성을 인식
하고 있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이 상황은 문화 간 의사소통의 갈등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위의 상황에서 만약 ‘가’가 실제 약속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나’에게 언제 시간이 되는지를 물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언제 시간이 가능한지를 알려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었을 경우 ‘나’는 자신이 가능한 시간을
말하고 실제 약속을 하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살펴본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유발된 갈등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갈등이 유발된 이유는 ‘나’가
㉠발화의 문화 맥락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나’는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문화적 맥락에 익숙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여 ㉡과 같이 발화함으로써 갈등 상황을 만들게 되어다. 이로 인해 ‘가’는 당황할 수 있고 이때 ‘가’가 적극적으
로 약속을 하는 발화를 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당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장에서 논의한 대로 ‘발견-해석-상호작용’의 갈등 중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발견

해석
→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식이 자신의 문화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한다. ㉠ 발화가 불확실성
회피 문화에서는 인사와 같은 의미로 정확한
약속을 정하자가 의도가 없음을 상기한다.

상호작용
→

㉠ 발화가 단순히 인사의 의미라
서 상대가 구체적인 약속을 잡는
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다.

① 상대 문화를 받아들여 ‘가’의 문화에 맞추어
발화한다. (예) 그래 알았어.)
② 자신의 문화를 조절하여 ‘가’와 협상을 시도
한다.( 예) 언제쯤 시간이 괜찮아? 나는 언제든
괜찮으니 시간될 때 연락 줘)

165
그리고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에 주목하여 말하기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갈등 중재 과정을 이해시키고 상호작용
단계에서 실제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황 맥락과 대화 상대자에 따라 상대 문화에 맞추어 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문화를
조절하여 대화 상대자와 협상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
들을 고려하여 문화 간 갈등 상황을 중재하고 적절한 대답을 해야 한다.

2)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문화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갈등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독립적인 자아를 존중하고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상호의존적인 자아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래
서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사람들은 ‘나’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호프스
테드(2001: 25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주의지수는 조사대상 53개국 중에 43위에 해당된다.(유수연
2008:20-21)
다음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문화 간 의사소통 상황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예이다.

김 선배: 밥 사줄게 모두 같이 가자.
나, 다, 라: 네. 좋아요.
<식당>
김 선배: 자. 그럼 주문해. ㉠ 난 짜장면 먹을게.
나: ㉠ 그럼 저도 짜장면 먹을게요.
다: ㉠ 저도 짜장면이요.
라: ㉡ 저는 마파두부요.

위의 상황은 선배가 후배에게 밥을 사주는 상황이다. 이때 한국 문화에서는 선배가 먼저 짜장면을 먹겠다고 이야기했
을 경우 대부분의 경우 모두 짜장면을 따라서 시키는 경우가 많다. 혼자서만 다른 음식을 시켜서 다른 사람의 눈에 띠는
상황을 보통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 음식을 먹고 싶지 않을 경우 보통 비슷한 가격의 다른 음식을 주문하거나
혹은 짜장면과 비슷한 속도로 주문이 가능한 음식을 주문하여 문화 간 의사소통의 갈등 상황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이
러한 상황은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라’가 위와 같은 발화를 할 경우 문화 간 의
사소통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살펴본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 유발된 갈등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갈등이 유발된 이유는 ‘라’가
㉠발화의 문화 맥락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라’는 집단주의 문화적 맥락에 익숙하지 않고 개인주의 문화
적 맥락에 속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것을 주문하고 있고 자신도 이를 따르는 것을 당연
하게 생각하는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여 ㉡과 같이 발화함으로써 갈등 상황을 만들게 되어다. 이로 인해 ‘가, 나,
다’는 모두 당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앞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갈등 중재 과정을 거
쳐야 한다.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학습자라면 이러한 갈등 중재 과정을 거쳐서 실제 상황 맥락에 따라서 대화 상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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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받아들여 발화를 하거나 혹은 자신의 문화를 조절하여 대화 상대자와 협상을 시도하는 발화를 할 것이다.

발견

해석
→

집단주의 문화가 개인주의 문화와 다르다
는 점을 인식한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선배의 주문에 따라 모두 같은 것을 주문
하고 있는 ㉠ 발화가 적절함을 상기한다.

상호작용
→

집단주의 문화에서㉠ 발화는 단순히자
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비슷한 음식을 주문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산출된 발화라고 해석
한다.

① 집단주의 문화를 받아들여 ‘가, 나, 다’의
문화에 맞추어 발화한다. (예) 저도 짜장면이
요.)
② 개인주의 문화를 조절하여 ‘가,나,다’와 협
상을 시도한다.( 예) 저는 매운 게 더 먹고 싶
은데 짬뽕 먹어도 돼요?)

현재 한국어교육 현장의 다변화를 고려하면 학생들이 문화 간 의사소통 상황에서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문화 간 의사
소통 능력 신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말하기 교육에서도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주목하여 다양한 문화 간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대화상대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가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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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한 말하기 평가 방향”에 대한 토론문
박혜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말하기는 음성 언어를 매개로 화자의 생각과 정서, 그리고 정보를 청자와 소통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말하기는 기본적
으로 발신자와 수신자가 언어를 통해 상호 교섭하여 의미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읽기나 쓰기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화자
와 청자가 시공간을 공유하거나 대면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로 인해 화자와 청자의 관계성이나 문화 방식이 의
사소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자 언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 다른 특수함이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가 말하고 듣는 상황에서 한국어문화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한국어로 의사소통 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발표자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학습자의 효과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한국어 구조에
대한 기본적 이해나 어휘, 문장의 의미를 배우는 것과 함께 반드시 한국의 언어문화에 대한 학습과 이해가 필요한 이유
가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깊게 공감하면서, 몇 가지 궁금했던 점을 질문
하고 발표자의 현답을 얻는 것으로 오늘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존의 한국어 말하기의 능력을 구성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기존의 한국어 말하기능력 요인과 비교했을 때,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한 말하기 능력 요인은 어떻게 다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 간 말하기 의
사소통 능력 요인은 기존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 요인과는 전혀 다른 요인일까요, 아니면 일부 공통되는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는 기존의 말하기 능력 요인에 문화 간 능력 요인(한국어문화 지식이나 이해)을 더하면 문화 간 말하
기 의사소통 능력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기존의 말하기 능력 요인을 X축, 문화 지식 및 이해 능력 요인을 Y축으로
구성한다고 할 때,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에 기반한 말하기 능력은 X축 요인과 Y축 요인이 결합하거나 융합되어 만들어
지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어 말하기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고려한 평가 방향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한국어 말하기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은 무엇이고, 이것은 기존의 한국어 말하기의 능력 요인과 어떻게 다르
며, 문화 지식이나 이해 능력 요인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가 밝혀져야, 평가 목표 설정, 성취수준 도달 여부 평정, 채
점 기준 마련 등의 ‘교육’과 ‘평가’ 방향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문화 차이로 나타나는 갈등 상황의 사례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은 선행 연구 분석 등에 근거하
여 선정된 것인지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말하기 교육의 내용과 평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의
사소통 상황에서 문화 간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의미 있고 과학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이러한 한국 문화의 특수성에 따른 의사소통 갈등 상황을 선정하는 데 어떤 방법이 보다 효과적일지, 그 방법
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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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측정을 위한 말하기 평가 구인
오지혜(세명대학교)

1. 들어가며
언어는 문화적 보편성과 함께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는 특정 문화
권의 언어문화에 내재해 있는 ‘가치’ 체계 인식과 실제 언어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표출된 언어적․비언어적 행동 방식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점은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의 언어문화 이해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문화 간 의사
소통의 ‘실패’에 대한 문제는 최근 비교 문화 화용론(cross-cultural pragmatics)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1) 비교 문화
화용적 관점에서 의사소통 실패는 특정 문화권의 가치 체계와 이를 기반으로 한 언어활동 방식 등과 관련이 있다. 이 점
은 한 사회의 언어문화에 내포된 언어관 및 언어생활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이 표출 양상으로서 언어적, 준언어
적, 비언어적 방식의 중요성을 말해 준다(오지혜, 2007:86-87). 이 연구에서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문화 리터러시에
기반을 둔 언어문화 수행 능력으로 보고, 관련 선행 논의를 검토하여 문화 산물, 문화 수행, 문화 관점에서 말하기 평가
의 구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말하기 평가의 구성요소
2.1 국어교육의 관점(장경희 외, 2006)
말하기의 평가 구인으로 ESU, TEEP, ACTFL, RSA, FCE, FSE, IELTS, ASLPR와 같은 대표적인 언어 평가에서는 정
확성, 범위, 적절성, 유창성, 상호작용성, 발음, 조직성, 의미 전달, 유연성, 가지성, 이해도, 적합성, 전체적 인상 등을 제
시하고 있다. 장경희 외(2006:365)에서는 다음의 7가지 측면에서 말하기 평가 구인을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 문법성
- 한국어의 발음규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음하는지
- 구체어, 추상어, 전문어들의 어휘 사용 능력, 형태 및 통사적인 문법지식에 기초해 문장 구성요소들을 적절
히 결합시켜 정확한 문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Canale & Swain, 1980; 김정숙, 원진숙, 1993)
- 표준어의 사용과 문법에 맞는 문장 사용
1) Gumperz(1982a, b), Tannen(1984, 1986), Erickson & Shultz(1982), Kochman(1981), Scollon & Scollon(1983, 1991), Kasper &
Blum-Kulka(1993) 등의 연구가 있다. 국내의 경우, 한상미(2005)에서는 언어, 문화 간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장애 요
인이 크게 화용적 실패에서 기인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중․고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대화에서 일으키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화용적 실패에 초점을 두어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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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성
- 말의 형식과 의미상의 조직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진 정도
- 담화 단위의 연결성, 내용 선정과 조직에서의 논리적인 전개와 효과적인 결말
- 내용의 조직성 혹은 담화구성능력
▪ 표현성(range)
-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의 다양성 정도
- 표현이나 어휘의 수가 얼마나 크고 넓은가의 정도
- 사용 어휘의 다양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능력,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실을 요약하
거나 일반화하는 능력
▪ 유창성
- 더듬거리거나 망설이지 않고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정도
- 발화 속도, 군말 사용 정도, 동일한 말의 반복(말더듬) 정도, 문장 길이, 응대 지연 시간 등 막힘없이
빠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 명료성
- 명제 내용이 기표와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되는가
- 분절음의 발음의 또렷함, 의미상 적절한 쉼(pause)의 위치, 적절한 양의 정보
- 발음, 운율 단위, 정보량
▪ 상호작용성
- 상대방과 말을 주고 받는 빈도나 반응의 정도(이완기, 2003)
- 맞장구치기, 말차례 교체의 균형
▪ 적절성
- 청자나 담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언어 표현 활용 능력
- 언어형태 및 어휘, 속담/관용어/축약어/고사성어 등의 문화 지시어, 공손법
이상의 7가지 말하기 평가 구인을 토대로 하여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에 있어서 말하기 능력의 평가 항목별 의사
소통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내용 구성의 논리성 > 발음의 명확성 > 말차례 교환 순의 결과를 얻었다. 특히 전
문가 집단에서는 일반인 집단에 비해 상호작용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말하기 사용역에 따라
서도 말하기 능력의 평가 항목별 의사소통 기여도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발표, 연설 등 공적 영역의 경우, 말
더듬, 발화속도 등 유창성의 요소를 더 중요하게 보는 반면, 일상대화 영역의 경우, 말차례 교체, 맞장구, 공손법 등의 상
호작용성, 적절성의 요소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한국어교육의 관점
2.2.1 한국어 말하기 평가
한국어교육에서 말하기 평가 범주와 평가 목표는 강승혜 외(2006)를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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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법적 능력
- 정확한 발음
- 적절한 어휘의 사용 능력
- 자연스러운 억양
- 문법의 정확한 활용 능력
▪ 사회언어학적 능력2)
- 상황에 맞는 어법 사용 능력
- 기능에 맞는 언어 사용 능력
- 경어법 사용 능력
- 관용 표현의 사용 능력
- 축약어 사용 능력
▪ 담화 구성 능력
- 이야기 구성 능력
- 유창하게 표현하는 능력
- 적절한 응집장치 사용 능력
- 적절한 담화 표지 사용 능력
▪ 전략적 능력
- 발화 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
- 자신의 발화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 질문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

2.2.2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국제통용한국어표준교육과정(2017)에서는 등급별 총괄목표와 함께 말하기의 목표 및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1급

정형화된 표현을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매우 간단한 의사소통(자기소개, 인사, 물건
사기 등)을 할 수 있다. 기초적 어휘와 간단한 문장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2급

기초 어휘와 단순한 문장을 이용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다루는 개인적ㆍ구체적
주제에 대해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기본적인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3급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친숙한
사회적ㆍ추상적 주제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를 어느 정도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와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4급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친숙한 사회적
ㆍ추상적 주제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비교적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문어와 구어를 적절히 구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과
상황에 따라 격식과 비격식을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행동 문화, 성취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다.

2) 한상미(2008)에서는 ‘문화적 능력’을 사회언어학적 능력의 범주로 제한하고 격식성, 언어사용역, 기능수행력, 공손성, 문화 관련 표
현(속담, 은유적 표현 호함), 동작학, 문화 관련 배경 지식을 ‘문화적 능력’의 하위 구성요소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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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덜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업무나 학업과 관련된 기본적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ㆍ추상적 주제 및 자신의 직업이나 학문 영역에 대해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공식적인 맥락에서 격식
을 갖추어 의사소통할 수 있다. 한국의 다양한 행동 문화, 성취 문화 및 대표적인 관념 문화를 이해하며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6급

덜 친숙한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과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으며, 자신의 업무나 학업과 관련된 의사소통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ㆍ추상적 주제 및 자신의 직업이나 학문 영역에 대해 비교적 유창하게 다룰 수 있다. 한국인이 즐겨 사용하는
담화ㆍ텍스트 구조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의 다양한 행동 문화, 성취 문화, 관념 문화를 이해하며 자국의 문화와 비교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등급별 말하기의 목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급

2급

3급

목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오가는 매우 간단한 대화와 빈번하게 쓰이는 정형화된 표현을 생산할 수 있다.

내용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
∙주변의 일상적인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 말한다.
∙자신과 관련된 일상생활에 대해 짧게 묻고 답한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정형화된 표현(인사, 감사, 사과 등)을 적절하게 말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발음을 구사한다.(1, 2급)

목표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주제의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자주 가는 장소에서 묻고 답할 수 있다.

내용

∙친숙한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말하는 주제(하루 일과, 취미, 취향 등)에 대해 비교적 잘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가는 장소(식당, 가게, 영화관 등)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공공장소(병원, 은행, 기차역 등)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대화를 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발음을 구사한다.(1, 2급)

목표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으며 대화 상황을 어느 정도 구분하여 말할 수 있다.

내용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나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한 대화를 한다.
∙일상적으로 많이 말하는 주제(하루 일과, 취미, 취향 등)에 대해 유창하게 말한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대해 간단한 담화를 말한다.
∙대화 상대나 대화 상황에 따라 높임말과 반말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비원어민의 발음과 억양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정도로 말한다.(3, 4급)

목표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비교적 유창하게 묻고 답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업무 상황에서
요구되는 비교적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내용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주제(직업, 사랑, 교육 등)나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유창하게 말한다.
∙간단한 보고나 요청, 지시를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한다.
∙주변의 인물이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친숙한 업무 상황(간단한 회의, 브리핑, 업무 지시 등)이나 격식성이 낮은 공식적인 자리(회식, 동호회, 친목 모임 등)에서 격식과 비격
식 표현을 구분하여 자신의 의견을 비교적 유창하게 말한다.
∙비원어민의 발음과 억양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정도로 말한다.(3, 4급)

목표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 및 자신의 직업이나 학문 영역에 대해 어려움 없이 설명하고 자신의 의견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내용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나 자신의 업무, 학문 영역에 대해 유창하고 타당하게 설명하거나 주장한다.
∙업무, 학문 관련 공식 상황에서 격식에 맞게 말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여러 유형의 대화나 담화상황(화상 회의, 전화 회의, 프레젠테이션 등)에서 적절하게 말한다.
∙상황에 따라 한국인과 같은 주저 표현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한국인과 같은 발음과 억양, 적절한 발화 속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말한다.(5, 6급)

목표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 및 자신의 직업이나 학문 영역에 대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상세하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내용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입장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말한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나 대담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말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적절한 한국어 대화 및 담화 구조와 전략을 알고 이를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말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한국인과 같은 발음과 억양, 적절한 발화 속도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말한다.(5, 6급)

4급

5급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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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CTFL의 관점
2.3.1 ACTFL Performance Descriptors for Language Learners(K-16)
ACTFL에서는 <언어학습자(K-16)의 언어 수행의 요인과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언어 학습자 수행 요인(What
are the parameters for the language learner’s performance?)은 다름과 같다.

영역

예시

기술

기능
(Functions)

•
•
•
•
•

정형화된 질문하기
대화를 개시, 유지, 끝맺기
언어로 산출(create)하기
이야기하기, 기술하기
추론하기

학습자가 언어로 수행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과제

맥락과 내용
(Contexts and Content)

•
•
•
•

자기 자신
당면한 환경
일반적인 흥미
직무 관련

학습자가 수행하는 상황, 이해하고 논할 수 있는
화제 혹은 주제

텍스트 유형
(Text Type)

•
•
•
•
•
•
•

단어
구
문장
질문
문장 구조
연결된 문장
단락

학습자가 해당 등급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고 생산할 수 있는 텍스트

또한 언어 학습자의 수행 영역(How and how well is the language learner able to be understood and to
understand?)은 학습자의 수행의 정도와 이를 평가하는 평가자의 기술 내용을 담고 있다.

영역
언어 지배력
(Language Control)
어휘
(Vocabulary)
의사소통전략
(Communication
Strategies)
문화 인식
(Cultural Awareness)

학습자의 수행 정도(내용)

학습자의 언어활동이 정확한가?

학습자의 어휘가 폭넓고 적절한가?
학습자가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의미를 분명하게 하는가?
학습자의 문화 지식이 언어 사용에
반영되어 있는가?

평가자의 기술 내용
학습자가 언어를 생산 혹은 이해
하는 데 있어서 언어에 대한 특
징, 전략에 대해 얼마나 숙달되
어 있는지 기술
언어를 생산 혹은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어휘의 한도 기술
의미를 협상하거나 텍스트 및 의
미를 이해하거나 자신을 표현하
는 데 사용하는 전략 기술
문화적 배경에서 보다 성공적으
로 의사소통하는 데 이용하는 문
화적 산물, 실행, 관점 기술

또한 ACTFL에서는 학습자의 언어 수행을 세 가지 의사소통 목적에 따라 의사소통 수행 방식(Three Modes of
Communication)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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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관계적(Interpersonal)

해석적(Interpretive)

표현적(Presentational)

∙개인 간 능동적인 의미 협상
∙(대화) 말하기 또는 듣기, (텍스트 메시지,
소셜 미디어) 읽기 또는 쓰기

∙작가, 화자, 제작자가 의도한 바를 해석
∙(웹사이트, 이야기, 글) 읽기, (연설, 메시지,
노래) 듣기, 실제 자료(비디오 클립) 보기

∙정보 전달, 설명, 설득, 이야기를 위한 메시지 창출
∙(메시지, 글, 보고서) 쓰기, (이야기, 연설, 포스터 묘사)
말하기, (비디오, 파워포인트)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정보, 반응, 감정, 견해를 공유하기 위한 구
어, 문어, 몸짓 대화에서 의미를 교환하고
협상함

다양한 화제 혹은 주제에 대해 듣고, 읽고
본 것을 이해, 해석, 분석함

적절한 매체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청중 즉, 청자, 독자,
보는 사람에게 맞춰 다양한 화제 혹은 주제에 대해 알려
주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데 정보, 개념, 생
각을 드러냄

2.3.2 ACTFL Performance Descriptors for Language Learners: Cultural Awareness
특히 ACTFL Performance Descriptors for Language Learners에서는 앞선 세 가지 의사소통 범주에서 언어 수행 시
요구되는 문화 인식을 기술하고 있는데 말하기 수행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중 두 가지 즉, 대인관계적 의사소통과, 표현
적 의사소통에서 나타난다. 먼저 대인관계적 의사소통 수행에서 문화 인식 기술은 다음과 같다.

초보(Novice Range)

중급(Intermediate Range)

고급(Advanced Range)

∙숙달된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몸짓과 정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적절 ∙많은 사회적 업무 관련 상호작용에서 언어적,
형화된 표현을 사용함
한 어휘, 표현, 몸짓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사 행위적으로 부합하기 위해 문화 지식을 이해하
∙매우 분명한 문화적 차이 또는 금지사항에 대 용함
고 사용함
한 인식을 보여줌
∙문화적 행위, 관점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알고 ∙중요한 문화적 차이를 의식하고 이에 맞게 조
∙하지만 의사소통 오류를 나타내는 단서(신호) 있으며 친숙한 상황에 따를 수 있음
절하고자 시도함
를 종종 놓침

다음으로 표현적 의사소통 수행에서 문화 인식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초보(Novice Range)

중급(Intermediate Range)

고급(Advanced Range)

∙암기한 문화적으로 적절한 몸짓, 정형화된 표
현, 기본적인 쓰기 관습을 어느 정도 사용함

∙문화적으로 적절한 어휘, 표현, 몸짓을 어느
정도 사용함
∙문어 및 구어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문화 차이
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나타냄

∙표현 맥락에 적절하고 실제 문화적 실행, 관점
을 반영한 문화 지식을 사용함

3.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에서 문화 능력
3.1. 문화 간 의사소통적 관점
문화 간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문화 능력은 일반적으로 인지적 능력(cognitive competence), 정의적 능력(affective
competence), 행위적 능력(behaviour competence)의 측면에서 나뉜다. 여기에서 나아가 바이럼(Byram)은 문화 간 의사소
통의 하위 요소를 인지적, 비판적, 정의적, 행위적 차원에서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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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화 간 의사소통의 요소
Skills(기술)
interpret and relate

(savoir comprendre)
Knowledge(지식)
of self and other;
of interaction:
individual and societal

Education

Attitudes(태도)

political education

relativising self

critical cultural awareness

valuing other

(savoir s'engager)

(savoir ȇtre)

(savoir ȇtre)

Skills(기술)
discover and/or interact

(savoir apprendre/faire)
(Factor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Byram, 1997:34; 오지혜, 2007:100 재인용)

한편 언어 교육에 있어서 뤼시에(Lussier, 1997:238; 이근님 2003 재인용)가 제시한 문화 능력의 네 가지 구성요소, 즉
문화 이해력(savoir culturel), 문화 학습력(savoir apprendre culturel), 문화 적응력(savoir-être culturel), 문화 적용력
(savoir-faire culturel)을 기반으로 하여 오지혜(2013)에서는 문화 능력의 단계를 문화 이해력 → 문화 비판력 → 문화 적
응력 → 문화 적용력으로 위계화한 바 있다.

문화 이해력
(savoir comprendre culturel)

⇨

문화 비판력
(savoir s'engager)

⇩
문화 적용력
(savoir faire culturel)

⇦

문화 적응력
(savoir-être culturel)

[그림 1] 문화 능력의 구성 요소

3.2 The NCSSFL-ACTFL3) Can-Do Statement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NCSSFL-ACTFL CAN-DO STATEMENTS>4)는 의사소통(communication) 영역5)과 문화 간 의사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 영역으로 나누어 기준(benchmarks)과 수행 지표(performance indicators)를 제시하고 있다.

3) NCSSFL은 the National Council of State Supervisors for Languages를, ACTFL은 the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의 약어이다.
4) Intercultural Can-Do Statements와 Language Can-Do statements는 <ACTFL Proficiency Guidelines 2012>에 맞추어 등급별로
만들어졌다.
5) 의사소통(communication) 영역에서는 대인관계적(Interpersonal), 해석적(Interpretive), 표현적(Presentational)의 세 측면으로 나뉘어
등급별로 기준(benchmarks)과 수행 지표(performance indicators)가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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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ACTFL proficiency level

이중 <The NCSSFL-ACTFL Can-Do Statement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은 학습자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을 보여 주는 데 있어서 목표 언어와 문화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침
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은 다른 언어,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한 <The NCSSFL-ACTFL Can-Do Statement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은 문화 간 의사소
통 능력을 학습자들이 언어를 사용하여 문화 실행, 산물, 관점 간의 관계를 탐구, 해석, 성찰하는 것을 통해서 제시하며
5C 중 문화 기준(Cultures standards)6)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보여준다.
먼저 <The NCSSFL-ACTFL Can-Do Statement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에서 제시한 문화 간 의사소통
유창성 기준(intercultural communication proficiency benchmarks)은 ‘탐구하기(investigate)’와 ‘상호작용하기(interact)’의
범주로 구분된다. 전자는 ‘문화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산물, 실행을 탐구하기’ 후자는 ‘타 문화에 거주하는 혹은 타문화
출신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기’를 목표로 한다. 등급별 문화 간 의사소통 유창성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보 단계 (Novice)

중급 단계 (Intermediate) 고급 단계 (Advanced)

우수한 단계 (superior)

최고급 단계 (distinguished)

나의 고유한 문화와 타 문
화에 있어서 비판적으로
산물, 실행, 관점을 살펴보
고 판단을 유보할 수 있다.

나의 고유한 문화와 타 문화에
있어서 산물과 실행을 객관적
으로 평가하고 관점을 조정할
수 있다.

나의 고유한 문화와 타
문화에 있어서 산물과 실
행을 발견하고 관점을 이
해할 수 있다.

나의 고유한 문화와 타 문
화에 있어서 산물과 실행
을 비교하여 관점을 이해
할 수 있다.

나의 고유한 문화와 타 문
화에 있어서 산물과 실행
에서 나타나는 약간의 다
양성과 그것이 관점과 어
떤 관련을 갖는지 설명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친숙한 일상적
인 맥락에서 생존 차원
상호작용하기
(survival level)의 상호작
용을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친숙한 맥락에
서 기능 차원(functional
level)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친숙하거나 또는 약간 낯 복잡한 상황에서 문화에 복잡성, 다중문화적 정체성을
선 맥락에서 능숙한 차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 활용하여 문화 간 중재자 역할
(competent level)의 상호 다.
을 할 수 있다.
작용을 할 수 있다.

탐구하기

또한 문화 간 의사소통 유창성의 등급별 수행 지표(performance indicators)는 다음과 같다.

6)
CULTURES:
Interact with cultural
competence and
understanding

Relating Cultural
Practices to Perspectives
Learners use the language to investigate,
explain, and ref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actices and perspectives of the cultures
studied.

Relating Cultural
Products to Perspectives
Learners use the language to investigate,
explain, and ref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ducts and perspectives of the cultures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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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영역

요소
산물

나의 고유한 문화와 타 문화에 있어서 친숙한 일상생활과 관련한 어느 정도 전형적인 문화적 산물을
발견할 수 있다.

실행

나의 고유한 문화와 타 문화에 있어서 친숙한 일상생활과 관련한 어느 정도 전형적인 문화적 실행을
발견할 수 있다.

언어

친숙한 일상 상황에서 암기한 언어를 사용하여 기본적인 문화 인식을 보여줌으로써 목표 문화 출신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

행위

친숙한 일상 상황에서 반복 연습한 문화적 행위는 적절하게 사용하고 부적절한 행위는 어느 정도 분명
하게 인식할 수 있다.

산물

나의 고유한 문화와 타 문화에 있어서 일상생활, 개인적인 관심, 학업과 관련하여 산물을 비교할 수 있
다.

실행

나의 고유한 문화와 타 문화에 있어서 일상생활, 개인적인 관심, 학업과 관련하여 실행을 비교할 수 있
다.

언어

친숙한 상황(학교, 직장, 놀이)에서 기본적인 문화적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목표 문
화 출신의 동료들과 대화할 수 있다.

행위

행위 측면에서 문화 간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학습한 문화적 행위를 적절하게 사용
하여 중대한 실수를 피할 수 있다.

산물

나의 고유한 문화와 타 문화에 있어서 공적, 개인적 관심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적 산물이 관점과 어
떠한 관련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실행

나의 고유한 문화와 타 문화에 있어서 친숙한, 사회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적 실행이 관점과 어떠
한 관련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언어

친숙하거나 어느 정도 낯선 상황에서 문화적 차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목표 문화 출신의 사람
들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다.

행위

문화적 행위 간에 나타나는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고 친숙하거나 어느 정도 낯선 상황에 맞게 행위를
조절할 수 있다.

산물

나의 고유한 문화와 타 문화에 있어서 개인적, 공적 관심 영역의 문화적 산물이 관점과 어떻게 관련되
는지 분석할 수 있다.

실행

나의 고유한 문화와 타 문화에 있어서 비격식적, 격식적 상황에서 문화적 실행이 관점과 어떻게 관련되
는지 분석할 수 있다.

언어

사회적, 전문적 상황에서 판단을 유보하거나 언어를 조정하거나 문화적으로 적절하게 언급하면서 목표
문화 출신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행위

복잡한 상황에서 비언어적 단서를 읽어 내고 문화적 행위를 조절하면서 기본적인 사회적, 전문적 규범
와 예절을 준수할 수 있다.

산물

나의 고유한 문화와 타 문화에 있어서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구체적, 추상적인 문화적 산물을 다른 관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실행

나의 고유한 문화와 타 문화에 있어서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구체적, 추상적인 문화적 실행을 다른 관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언어

사회적, 학문적, 전문적 상황에서 자신의 언어로 문화적으로 세련되게 공감하면서 목표 문화 출신의 사
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행위

비언어적 단서에 효과적으로 반응하고 공감을 통해 문화적 오해가 있는 상황을 중재하면서 격식적, 비
격식적인 방식에 따라 문화적으로 순조롭게 행동할 수 있다.

탐구하기
초보 단계
(Novice)
상호작용하기

탐구하기
중급 단계
(Intermediate)
상호작용하기

탐구하기
고급 단계
(Advanced)
상호작용하기

탐구하기
우수한 단계
(superior)
상호작용하기

탐구하기
최고급 단계
(distinguished)
상호작용하기

4. 나오며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 능력(Cultural Competence)’ 은 언어 교육과 분리시켜 생각하기 어려우며, 이것은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 그것 속에 스며든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까지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
한 맥락에서 ‘문화와 문화의 만남’이라는 ‘상호문화적(Intercultural)’ 관점이 새롭게 추가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은 한
국어 평가에서 ‘문화’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중요한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 두 문화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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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지적, 정의적, 행위적 측면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 태도, 언어수행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일반문화와
언어문화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전자가 의식주, 예술, 문학, 역사, 경제, 제도, 규범, 사고방식 등 한국에 대한 문화적 배
경 지식에 해당하는 문화 정보라면, 후자는 언어 및 언어생활에 대한 가치관, 태도와 언어 규범 및 관습, 그리고 언어적
표현(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을 가리킨다. 이는 비교문화 화용론에서 말하는 사회화용적 측면과 화용언어적 측면을
아우르고 있다.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측정을 위한 말하기 평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때 언어와 문화의 통
합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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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측정을 위한 말하기 평가 구인”에 대한 토론문
이유경(경기대학교)

이 연구는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말하기 평가 구인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에 문화 간 능력을 포함하여 적절한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언어적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 간의 상황 속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발달시키는 것으로 봅니다(Moran, 2001). 이렇게 외국어교육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에 대한 평가는 의사소통능
력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화 능력이라는 것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능력이나 특정 문화에 적합
한 변화된 삶 등으로 한정하여 기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문화 교육 결과 중의
하나이며 문화 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문화 자체를 이해하고 목표 문화 사회에 맞는 태도, 가치관의 변화는
물론 타문화에 대한 열린 사고를 가지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의사소통능력에서
나아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측정을 위한 말하기 평가 구인 마련을 모색하고 있는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은 의미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이 연구는 기존의 말하기 평가와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수행의 단계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
이므로 본 토론자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과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기준을 언어 숙달도와 연관시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이 연
구를 보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평가를 숙달도 평가(ACTFL, 국제통용한국어표준교육과정 등)와 연관하여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능력이 언어 숙달도와 동일하게 향상되는 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현화
(2011:2-3)은 언어와는 달리, 문화항목의 내용이 위계화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자체의 체계성과 위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 등의 준거에 근거한 위계화가 가능하지만 학습자의
요구나 환경에 밀접한 문화의 항목들은 다양함과 연계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계화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
니다. 물론 강현화(2011)은 문화교수요목의 실러버스 개발에 있어 위계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와는 좀 다른
견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평가를 언어 숙달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숙달도와 관련하여 언어적 숙달도와 문화적 숙달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습자가 속해 있는 환
경이나 목적에 따라서 학습자의 문화적 숙달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학에 재학중인 학습자라면 언
어 숙달도 자체는 높지 않지만 자신의 전공이나 교양 수업을 통해 문화적 산물, 실행, 관점 등을 기술하는 등의 문화 인
식에 있어서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제시하신 ‘문화 간 의사소통 유창성의 등급별 수행 지표’를 보면 결국 초
급~고급을 나누는 단계가 ‘친숙한 ~사회적 ~문화적 산물’에 대해 문화적 실행을 발견하고 관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의사소통능력의 단계별 구분과 유사한 구분 방법을 가집니다. 현재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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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많은 기준들이 이처럼 언어적 숙달도의 그것과 유사한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평가 구인에서는 언어적 숙달도와 문화적 숙달도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연구가 진행 중에 있기는 하지만 혹시 현재까지 정리를 통해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측정을 위한 말
하기 평가 구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 간 의사소통능력 측정에 있어 말하기 평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는 연구자로서 매우 궁금한 부분이기에 조심스럽지만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
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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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평가에서의 사회언어적 능력 측정 방안 연구
강현주(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말하기 평가는 종종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자에 손을 넣어 상자 안의 물건을 알아맞히는 행위나 병아리 감별과
같이 몇 가지의 간접적인 특징들을 종합하여 수험자의 말하기 능력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행위로 비유된다. 말하기 능력
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말하기 평가 영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말하기 능력이 개인이
가진 항구적 특성인지,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관찰되는 일시적 능력인지에 대한 것이다. 즉 수험자가 특정한 수준의
언어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들이 가진 언어 능력을 추론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심리언어학적 평가관이며, 말하
기 능력은 개인의 독립된 특성이라기보다 특정한 상황에서 대화참여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현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사회언어적 평가관이다.
말하기 평가에서는 위의 관점 중 두 번째 언급한 관점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언어적-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말
하기를 측정할 때 평가 상황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의 말하기 능력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작용 능력
(interactional competence)를 주장한 Kramsch(1986)는 숙달도 운동(proficiency movement)에서 제안한 말하기 측정 도
구가 말하기의 아주 작은 단면만을 측정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실제 상황에서 얼마만큼 언어를 잘 사용할 것인지를 예
측할 수 있는 지표로 상호작용 능력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ACTFL(American Council of Teaching Foreign
Language)의 OPI(Oral Proficiency Interview)의 경우 수험자가 실제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보다는 주어진 질문
에 적합한 내용을 짜임새 있게 발화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능력만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van Lier, 198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언어적 능력을 위에서 제시한 두 번째 관점을 대표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관점을 실
현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 측정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 관점에서 강조하는 바는 말하기 평가는 진공 상태
가 아닌 상황과 맥락, 구체적인 대화 참여자가 전제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 측정 과정에서 강조하는 것은 적절한
언어 선택과 발화 내용, 그리고 전형성과 그것이 발화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말하기 평가 과제
는 수험자가 상황과 대화 참여자에 맞게 자신의 발화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수
험자가 실제 상황에서 다양한 대화 상대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지표가 되
어야 한다.

연구 문제
1. 사회언어적 능력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2. 사회언어적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3. 그러한 기준에 따라 학습자들의 사회언어적 능력을 구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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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도에 따른 보조 화행 수행 양상)

2. 사회언어적 능력의 개념
Hymes(1971)의 연구를 시작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Hymes(1971)는 맥락에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 즉 수험자의 수행을 고려하지 않고, 한 개인의 언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Canale & Swain(1980)은 의사소통 모델을 제시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언어 능력, 사회언어적 능력, 그리고 전
략적 능력으로 구체화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언어적 능력은 언어 사용에 대한 지식과 담화의 응집력과 결속력을 측정하
는 지표인 담화 능력(Canale, 1983)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언어적 능력은 언어 지식처럼 언
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수험자들이 ‘알고’ 있으며, ‘고정’된 표현 목록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구인으로 정의
하였으며, 담화 상황이나 대화 참여자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사회언어능력과는 별도로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측정하고자 한 연구로는 van ek(1986)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6가지 구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언어적 능력, 담화 능력, 사회언어적 능력에 전략적
능력과 사회문화적 능력(Sociocultural competence)과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e) 추가하였다. 그가 정의한 사회언어
적 능력은 언어적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언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언어
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언어적 능력과는 별개로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맥락에 대한 지식을
강조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문화적 능력은 모든 언어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놓여 있고,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참고
틀과는 다른 틀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 맥락에 대한 친숙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사회문화적 능력으로 정의하
였다. 사회적 능력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의지와 기술을 포함하는 능력이다.
이처럼 기존에 측정한 사회언어적 능력은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만 사용되어 왔으며, 언어가 사용되는 맥
락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발표 과제에서 청자를 고려한 내용 구성이나 어휘 선정 등
의 평가 요소는 각각 ‘내용’이나 ‘언어’와 같은 평가 요소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언어’ 영역에서는 청자를 고려한 언어 표
현뿐 아니라 언어 사용의 정확성 등 다른 평가 요소가 주로 평가되는 요소였으며, 특정한 맥락을 지정하지 않고 맥락 독
립적인 방법으로 말하기 평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즉 발화 맥락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처지 방
법, 예를 들면 문제 상황에서 주화행 앞에 ‘죄송합니다만’를 붙여 발화하도록 하였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이 된다.
Dan Douglas(2004)에서는 학습자들이 평가를 포함한 의사소통 활동에서 의식하고 있어야 하는 8가지 측면(환경, 참여
자, 목적, 주제와 관련된 내용, 톤, 언어, 상호작용 규칙, 장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영역이 구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하며 학습자들이 구어를 생산하기 전에 더 많은 상황 정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사회언어적 능력
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험자들에게 최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평가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문어가 아닌 구어의 특성을 살린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회언어적 능력이
높임말을 규정에 맞게 사용하거나 담화의 흐름에 적절한 담화 표지의 사용으로 측정되는 것은 문어의 특성을 말하기에
적용한 예로 볼 수 있다. 아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언어적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비유 표현에 대한 지식’이
나 ‘높임법 사용’ 등을 설정해 놓았다. 이러한 평가 기준은 특정 맥락에서의 언어 사용 능력의 일부 혹은 문어적 형태 사
용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언어적 능력은 맥락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의사소통 상황에 적합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학습자의 담화 구성 과제를 분석하여 사회언어적 능력을 측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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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언어적 능력의 평가 기준
<표 1> 한국어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
연구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

김정숙·원진숙
(1993)





문법적 언어능력(문법, 발음, 어휘)
담화구성능력(내용, 표현단위, 언어수행기능, 수사적 측면, 유창성)
사회언어적 능력(발화 상황, 적절한 언어 형태 및 어휘의 사용능력, 경어법 사용능력, 문화적 지시어(속담, 관
용어, 축약어, 고사성어, 사자성어)의 사용능력)

전은주
(1997)




언어 능력(문법 능력, 담화 능력, 실용 능력)
전략적 언어 능력(상호작용 형태, 상호작용 기술, 비언어적 성격의 상호작용)




형태적 능력: 조직적 능력(형태론적, 통사론적, 음운론적, 어휘적, 맥락적 능력)
기능적 능력: 화용적 능력(언표내적, 사회언어적, 문화적 이해 능력), 상호작용적 능력(상호작용 관리, 의미
협상 능력)

지현숙
(2006)








언어구조 지식(소리에 관한 지식, 어휘 지식, 문장 구조 지식)
사회문화 지식(사용역에 대한 지식, 비유 표현에 대한 지식)
담화 지식(내용 조직 지식, 담화 운용 지식, 순서 교대에 관한 지식)
전략(보충, 정의적 사회적 전략)
기법(청해, 속도)전략,
태도(적극성, 협력성, 반응의 즉각성)

전나영 외
(2007)




언어적 능력(음운, 문법, 어휘, 담화)
화용적 능력(기능, 사회문화적 능력)

한상미
(2009)





언어적 능력(음운, 어휘, 문법)
화용적 능력(담화, 과제·기능)
사회언어적 능력(사회문화적 능력)







과제 수행 능력(발화의도(주제) 이해 능력, 적절한 상호작용)
언어적 능력(발음 및 억양, 문법, 어휘)
담화 능력내용 전개 능력(긴밀성과 응집성을 가진 내용 전개 능력), 담화 구성(한국어 담화 구조와 특성에
맞는 담화 구성)
사회언어적 능력(높임법에 맞는 언어 사용,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적절한 사용, 화행 수행 능력)
전략적 능력(우회적 표현의 사용, 적절한 몸짓 언어의 사용, 휴지의 사용)






과제 전개
이야기 전개
언어 사용 (어휘와 문법 사용의 다양성 및 정확성)
전달 능력 (발음 어조, 속도, 유창성)

정화영
(1999)

김정숙 외
(2010)

김정숙 외
(2015)

말하기 평가에서 사회언어적 능력의 구인의 하나로 꾸준히 논의되어 왔지만 그 개념과 범위는 상이하다. 사회언어적
능력을 구인으로 포함한 연구(김정숙·원진숙, 1992; 김정숙, 2006)에서는 이 능력을 격식과 높임법, 화행 수행 능력을 포
함하는 능력으로 한정했으며, 사회언어적 능력을 화용 능력의 하위 영역으로 본 연구(전은주, 1997; 정화영, 1999)도 있
었다. 이 연구들은 모두 사회언어적 능력을 특정한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 지식으로 보았으며, 언어를 사용하는 맥락에
대한 지식은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다. 하지만 지현숙(2006), 한상미(2009)와 같은 연
구에서는 사회문화 지식을 강조하며, 그 평가 요소를 사용역에 대한 지식과 비유 표현에 대한 지식 등으로 정의했다.
말하기는 대화 상대자의 유무와 관련 없이 언어를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발화의 내용과 발화의 형식이 달라진다. 따라
서 상황과 맥락, 자신의 발화를 들을 청자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적절한 발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언어적 능력은 실제 사용한 담화에 의해 평가해야 하며, 미리 선정된 표현 목록을 제시하기 어렵다.
김정숙 외(2006)의 연구에서는 말하기 평가 구인으로 1) 과제 수행, 2) 주제, 3) 내용 구성 4) 어휘․문법, 5) 발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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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성, 7) 사회언어적 능력을 선정하고, 이 중 사회언어적 능력의 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아래에서 5단계
가 가장 잘하는 단계이고, 1단계가 가장 못하는 단계이다. 이 기준에서 강조하는 것은 발화 맥락과 발화의 목적 및 기능
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격식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사회언어적 오류들이 자주 나타나는지’, ‘무난하게 허용되는 범위인
지’, ‘발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지’ 등 사회언어적 오류라는 설정하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발화에 기여하는 바를 평가에
반영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들이 사회언어적 오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다.

5단계: 발화가 이루어지는 맥락과 발화의 목적 및 기능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적절한 격식(register)을 매우 잘 사용한다.
4단계: 발화가 이루어지는 맥락과 발화의 목적 및 기능을 인식하여 대체로 적절한 격식을 사용하나 부분적으로는 사회언
어적 오류가 나타난다.
3단계: 발화 맥락과 목적, 기능에 맞지 않는 사회언어적 오류들이 자주 나타나나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발화한다.
2단계: 발화가 이루어지는 맥락과 발화의 목적 및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오류가 자주 나타나며 발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1단계: 발화가 이루어지는 맥락과 발화의 목적 및 기능을 인식하지 못해 격식 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화를 산출한다.

[그림 1] 사회언어적 능력의 평가 기준(김정숙 외 2006, 224)

이 연구에서는 초급 단계에서는 사회언어적 능력이 요구되지 않으며, 중급 학습자부터 사회언어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중급 수준의 학습자의 발화를 바탕으로 중급 수준의 발화를 사회언어적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고 한다.
중급 학습자는 초급과 달리 사회언어적 능력 역시 필요한데 실험 평가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경우 공식적인 상황에서
격식체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한국의 사회 문화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급의 사회언어적 능
력은 완벽하지는 않으나 매우 적절히 격식을 구사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강현자·김선정(2012)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언어적 능력을 측정하면서 그 기준을 호칭, 높임말과 지역어의 사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사회언어적 능력은 아니지만 수험자의 수행 양상을 분석해 말하기 평가의 요소를 확인한 연구 중 보조 화행 수행에 초
점을 맞춘 연구도 있다. 상호작용적 능력의 지표로서 보조 화행(preliminary) 사용을 분석한 Roever & Kasper(2018)의
연구에서는 숙달도가 높을수록 보조 화행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혜용·이향(2018)에서는 담화 능
력 등급 기술을 위해 모국어 화자의 거절 화행 수행 양상 연구하여 보조 화행이 길게 나타날수록 공손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언어적 능력의 평가 요소는 맥락과 상황에 맞는 표현 사용(높임말, 호칭)과 주 화행을 지지하는 보조 화행
의 실현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학습자의 수행 수준에 따라 사회언어적 능력을 분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3. 연구
3.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말하기 수업 과정에서 제출한 담화 구성 과제를 구성한 담화를 분석하여, 사회언어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잘 드러나는지 확인할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담화 구성 과제는 대학 수강을 위한 한
국어 말하기 교재 4과에 있는 말하기 과제이다. 학생들은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교재에 제시 순서에 따라 제시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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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말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는 교재 4과에 제시한 ‘실수와 사과’이며,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각 맥락에 대해 교실에서 교
사와 함께 충분히 이야기한 후 짝이 된 학생과 함께 대화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두 개의 과제 중 하나를 골라 담화를
구성하였다. 두 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과제 1>
‘친구의 노트북을 빌려서 사용하다가 실수로 친구가 작성한 보고서를 삭제했다. 그 친구에게 사과하고, 그에 대한 보상
을 제시하시오.’

<과제 2>
‘비행기에서 내린 후 가방을 찾아 집에 왔다. 집에 와서 가방을 열어 보니 그 가방이 자신의 가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았다. 가방의 원래 주인에게 연락하여 사과하고, 가방을 바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시오.’

대화를 구성한 후 학생들은 대화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파일로 제출하여 낸다. 교사와 동료의 피드백을 받은 후
대화를 수정하여 짝과 함께 녹음한 파일과 함께 과제를 제출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담화를 구성한 학생은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정보
수행 정도
상
중
하

참여 학생

국적

한국어 학습 기간

한국 체류 기간

A

베트남

2년

1년

B

베트남

3년

2년

C

중국

2년

1년

D

중국

2년 6개월

1년

E

중국

3년

2년

F

중국

2년

1년 6개월

학생들의 담화의 총체적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학생들이 사회언어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발화를 하였는가?

3.2. 연구 결과
3.2.1. 낮은 수준의 수행을 보이는 담화
이 담화는 <과제 2>를 수행한 중국 학생들의 대화이다. 이 대화에서는 수행하는 주 화행은 두 개(사화하기, 약속하기)
이며, 총 발화는 3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순서 교대에서는 이 상황이 전화 통화 상황이라는 맥락을 설정하고, 그
상황을 보여 주는 대화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약속을 하기 위한 선연속(presequence) 화행으로 약속을 하
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교대에 ‘사과하기’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과하기’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대
화의 구조 때문에 왜 사과를 하는지, 가방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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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에서 나타난 사회언어적 능력 표지를 살펴보면, 우선 대화와 상황에 맞는 표지로 호칭과 상대 높임법의 사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호칭을 생략한 채 대화를 진행하였고, 상대 높임법의 경우 순서교대마다 다른 화계를 사용하고 있다.
두 사람이 잘 모르는 사이이고, 굳이 호칭을 부를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호칭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오히
려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상황의 격식을 고려하였을 때 두루 높임으로 사용되는 해요체가 합쇼체와 함께 쓰
인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표지만으로는 사회언어적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두 번째 측정 도구인 보조 화행의 사용 양상을 살펴 보면 이 대화에서는 주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사과하기’에 대한 보조 화행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약속하기’의 경우에도 대화하는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속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
에 대한 발화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대화 없이 바로 친숙한 사이처럼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사회언어
적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화의 순서도 가방을 잘못 가지고 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된 상황
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약속을 해서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이 대화에서는 약속을 하고 사과를 하는 순서로 전
개되어 어색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낮은 수준의 수행을 한 담화를 분석한 결과 상황에 맞는 담화 표지의 사용보다는 보조 화행의 수행 양상을 통
해 사외언어적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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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중간 수준의 수행을 보이는 담화

이 담화는 <과제 1>에서 제시한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담화는 6.5번의 순서 교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
과하기’와 ‘약속하기’ 화행이 주 화행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약속은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한 약속(저녁 사기)과 똑같
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과하기는 총 2.5번의 순서 교대로, 약속은 실수에 대한 대안으
로서의 약속과 자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약속이 각각 2회의 순서 교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형식에
서 자신의 실수를 충분히 사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심각한 실수임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사과를 너
무 쉽게 수용했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사회언어적 능력을 측정하는 표지로서 호칭과 높임법 사용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노트북을 빌려줄 정도의 친
분이 있다는 상황과 두루 높임체의 사용, 호칭도 친한 친구 관계가 아닌 모르는 사람을 부룰 때 사용하는 ‘월남 씨’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 높임을 선택하는 데에도 친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해체가 아닌
해요체를 사용한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 설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측정 기준인 보조 화행 수행 여부를 살피면 ‘사과하기’의 경우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는 방식을 택하여 담화의 흐름을 부자연스럽게 한다. 또한 대안으로서 보고서 쓰는 것을
도와주는 것과 밥을 사 주겠다는 제안에서 그런 제안을 하는 이유가 보조 화행으로 자연스럽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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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제안하는 사람이 아닌 사과를 받은 사람이 새로운 화제를 도입하여 대화를 진행해서 ‘약속하기’의 보조 화행은 수행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의 제안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 사유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 것도 대
화를 어색학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중간 수준으로 수행한 담화를 분석한 결과 사회언어적 능력 측정 도구로 사용된 호칭과 높임법의 사용은 수행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여하는 평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조 화행의 수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
는 점도 이 담화가 높은 수준이 아닌 중간 수준의 화행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담화는 상황에 맞
는 표현 사용과 보조 화행의 수행 여부를 통해 사회언어적 능력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2.3. 높은 수준의 수행을 보이는 담화
마지막으로 볼 담화는 <과제 1>의 상황을 수행한 담화로 총 9.5회의 순서 교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담화에서 주로 수
행한 화행은 ‘사과하기’로 총 6번의 순서 교대가 사과를 하는 데 할애되었고, 나머지 3번의 순서 교대는 다짐과 대안 제
시의 ‘약속하기’ 기능에 사용되었다. 이 담화의 주요 기능이 ‘사과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배분으로 보인다.
이 담화에서 맥락과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한 화계인 해체를 사용한 것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특히 노트북을 빌려 줄
정도의 친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고서를 삭제해도 용서가 될 만한 상황이라면 친근함을 보여 주는 해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호칭의 경우에는 첫 번째 발화에서 ‘미 씨’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표현은 해체와도 잘 어울리지
않고, 상황에도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담화에서 사용한 보조 화행 사용 양상을 보면 사과하기 전에 이를 알리기 위한 표지로 ‘할 말이 있어’와 ‘어디서부
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등의 선연속(presequence)를 활용한 것은 매우 우수한 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사과를 받아주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하면 사과에 대한 대답이 바로 괜찮다고 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발화를 반복하
며 믿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사과를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호의를 베풀겠다는 내용의 발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어 높은 수준의 사회언
어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이 담화에 나타난 사회언어적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상황과 맥락에 맞는 표지보다는 보조 화행의 수행 양상이 훨씬
더 기여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언어적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보조 화행의 사용 여부를
포함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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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담화 구성 연습 자료 분석을 통해 사회언어적 능력 측정 방안 제안하였다. 위의 실험 결과
에서 사회언어적 능력을 측정하는 데 상황과 맥락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관찰하는 것보다 보조 화행이 얼마나
잘 수행됐는지를 살피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담화를 평가하는 평가자를 여러명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연구 목적을 위해 담화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의 수행과 한국어 모어 화자의 수행을 비교하면서 더 좋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연구는 후속 연구에서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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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말하기 평가에서의 사회언어적 능력 측정 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문
배재원(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 말하기 평가는 진공 상태가 아닌 상황과 맥락, 구체적인 대화 참여자가 전제된 것이어야 한다는 연구자의 의견
에 공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가 사회적 상황에 적절한 발화가 중시되는 사회언어적 능력에 집중하고, 학습자의
담화 구성 과제를 분석하여 사회언어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말하기 평가에서 사회언어적
능력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발표 자료를 읽으면서 토론자로서
궁금했던 점 몇 가지를 묻고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사회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의 개념 및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의 ‘언어 사용 능력’, ‘특
정한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 지식’과 연구자가 논의하는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대한 이해’, ‘언어를 사용하는 맥락
에 대한 지식’은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연구자께서 생각하시는 ‘특정한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 지식’, ‘언어가 사용
되는 맥락에 대한 이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언어 사용 능력’, ‘특정한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 지식’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보충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2. 선행 연구를 인용하며 말하기 평가에서 사회언어적 능력의 개념과 범위가 상이함을 논의하고, 사회언어적 능력 기준으
로 격식체 사용(중급 학습자), 호칭과 높임말, 지역어 사용(여성결혼이민자), 그리고 사회언어적 능력은 아니지만 보조
화행 수행을 언급하였고, 이어서 연구자는 사회언어적 능력 평가 요소를 ‘맥락과 상황에 맞는 표현 사용(높임말과 호
칭)’과 ‘주 화행을 지지하는 보조 화행의 실현 양상’으로 제시하였는데 ‘맥락과 상황에 맞는 표현 사용(높임말과 호칭)’
과 ‘보조 화행의 실현 양상’, 특히 후자가 사회언어적 능력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아
보조 화행 사용을 사회언어적 능력 평가 요소로 선정한 기준 혹은 근거에 대해 자세히 여쭙고 싶습니다.

3. 결론에서 말하기 평가에서 사회언어적 능력을 측정하는 데 상황과 맥락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관찰하는 것보
다 보조 화행이 얼마나 잘 수행됐는지를 살피는 게 더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용론적 상황인 ‘보조
화행 수행’이 말하기 평가 요소로 합의될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원어민들도 사회적 말하기가 안 돼서 수많
은 말하기 자기계발서를 참고하며 사회언어적 오류를 객관적 근거보다 직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본 연구가 사회언어적 능력 측정 방안 연구이니만큼 연구자가 이 연구를 발전시
켜서 ‘보조 화행 수행’ 평가 기준과 교수학습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과

4
한국어문화교육 일반 1

사회 : 신윤경(가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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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한국어 학습자 대상의 통합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강수정(이화여자대학교)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사회는 2017년 3월 전년대비 체류 인구 203만 명 가운데 등록인구 비율이 98.5%로 급속히 증가하면서(1,144,532
명에 달함),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1)로 진입 이후 다문화배경 학습자 유형 또한 다양해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
(KSL) 교육과정(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이하 KSL)2)만으로는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학습자 층이 부
각되고 있다(김윤주, 2017; 김진경, 2017).3) 이 대상은 바로 이미 2015년 개정된 이후에도 KSL 교육과정에 대한 시급한
논의 대상으로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중도입국 학습자’4)라고 하겠다(김진경, 2016). 이유는 다양한 학교유형의 다문화
예비학교와 중점 학교 등의 수의 증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
육기관들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중도 탈락하는 중도입국 자녀의 수가 오히려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
다.5) 그런데 여전히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학습자에 대한 특히 교육과정 개선에 있어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논의들에서 보이는 한계점을 점검해 보면 다음과 같았다. 첫째, 철저한 교육과정의 구
축 절차를 준행함에 있어 미흡함이 나타났다. 즉 다문화교육 관점에 근거해서 접근한 연구들조차도 ‘거시적/미시적 차원’
* 본 연구는 2018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원고임을 밝힙니다. 이에 지면상의 제약으로 생략된 부
분은 원문을 참고하여 이해를 위한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1) 상세한 사항은 <2017년 3월 법무부 통계연보>를 참고하기 바란다.
2) 다문화사회에서 다양해진 한국어 교육의 대상에 따라 위에서처럼 다문화배경 학습자를 위해 처음 2012년 교육과정이 개발된 경우
에는 본 원고의 이후부터는 ‘KSL 한국어 교육 혹은 교육과정’으로 기입할 것이며, KSL을 포함한 전반적인 한국어 교육의 경우를
의미할 때는 ‘한국어(KSL) 교육 혹은 교육과정’으로서 기술할 것을 밝힌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017년 부분 개정되어 2019년 3월
실시될 교육과정인 ‘개정 한국어 교육 혹은 교육과정’의 전문자료(2018. 3. 7. 한국어교육과정,【별책 43】)는 공식 사이트(교육부와
교육과정정보센터) 등에도 탑재 전이고, 또한 그 대상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전체 다문화배경 학습자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적인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3) 이러한 사실은 KSL 연구 초기 교육과정 구성 방안에 대한 기초적 토대 역할을 한 김윤주(2013)의 논의에 이어서 출현한 동일 연구
자에 의한 김윤주(2017, p. 110)에서도 드러났다. 즉 이미 ‘생활한국어와 학습한국어’의 범주 너머의 중도입국 학습자들이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거기까지의 언어능력을 목표점에 두는 접근법과 필요한 언어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요구한
바 있다.
4)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도입국 학습자‘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대상
이 통합적으로 연계가 고려된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하기에, ‘평생교육을 받는 성인인 경우’나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교육받는‘학생’이나 ‘원생’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 또한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Galisson(1976, p. 41)에서 제안한
대로 이들에 대해 총칭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용어를 고려한다면 ‘학생’보다는 ‘학습자’라는 용어가 적합하기에(한상헌, 2007, p. 59
에서 재인용) 이를 수용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음을 밝힌다.
5)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학업 중단율이 초등생 1.24%, 중학생 1.69%, 고교생 2.76%로 학교급이 올라가는데 일반학
생 대비 2배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청소년이 될 중도 입국한 다문화 초등학년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다문화 예비학교 학
생 13.9%가 언어와 학습 부담감으로 일반 학교로의 전학을 꺼린다거나 일반 학교로 옮기는 것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고
밝힌 비율도 8.1%로 높은 편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세계일보, 2017. 11. 1.)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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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이에 따른 그 전반적인 구성 단계와 순차적 절차를 준행하지 않았기에 관련 논의들에서
는 그 실효성이 부족해 보였다. 이로 인해 교육과정의 구성을 위한 총괄수준과 하위 범주로서 숙달도별 언어능력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위한 개선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되어 단계별 상세한 성취기준을 통한 연계
가 어렵게 되면 교수요목에 필요한 언어 재료들에 대한 선정에서부터, 결국 교수-학습차원과 연계된 평가적 측면에 대한
논의까지 그 문제점이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를 입증하듯 교수-학습관련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한 개선안들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구영산, 2015 p. 134; 백목원, 2014, p. 65).6) 둘째, 기존의 KSL 교육과정의 설계 연구에서
는 교수요목의 구성절차에 따른 미세한 단위(주제, 과제, 어휘 등)들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위해 요구 분석이라는 연구
방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원진숙, 2015). 그런데 이렇게 실행된 요구 분석 방법(정보원, 정보수집, 분석방법) 측면에
있어서는 그 자료수집 대상자나 방법상(설문지나 인터뷰)의 한정된 반복 활용이 보이는 미흡함이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7).
셋째, 무엇보다 그간의 논의에서 그들의 연령대에 따른 진로와 흥미와 관련된 동기가 간과되어 일반학교 진입을 위해 ‘문
식성’이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에만 한정된 논의로서 학습 한국어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던 제한성 등이 나타나고
있었다(원진숙, 2015; 홍종명, 2015). 이는 기존의 2013년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해 언어교육 정책의 시발점으로서 시
행된 ‘한국어(KSL) 교육과정’ 관련 논의는 주로 Cummins(1980)가 제시한 BICS(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와 CALP(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중도입국 대상 관련 논의들에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그 근본 연유가 우선 거시적-미시적 차원
의 교육과정 개념과 그에 상응하는 설계 절차상에서의 체계성 부족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국 중도입국 학습자들
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두 가지 측면 모두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 중도
입국 학습자가 입국초기에 겪는 언어습득의 문제와 중·고등학교로의 진입뿐 아니라, 이후의 성인과제로서 사회적응 단계
와 관련된 대학 진학, 국적 취득, 취업 등의 문제까지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제고해야 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김민정, 김
선희, 2012, p. 141.)8) 다시 말해 중도입국 학습자들은 성인은 아니나 곧 성인이 될 것이 예견되기에 그 성장 단계마다
해당 연령대에서 요구되는 수행 과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용적인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위해서 성인 진입 직전의 연령대인 중도입국 학습자의
진로와 흥미가 고려된 요구와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합9)적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우선적인 요구 분석을 실행하는 데에
목적을 두게 되었다.

6) 구영산(2015, p. 131)에서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에 대한 델파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에 대해
별도의 다른 분류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비율이 60.6%에 이름을 도출해 낸 바 있다.
7) 기존 대표적인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가운데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에서 요구 분석을 진행한 전체 목록은 <부록 1>을 참
고 바란다.
8) 이러한 사실은 실제 중도입국 학생들의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살 계획의 정주 비율(약 90%)이 높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을 통해
서도 실태파악의 시급함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성성환, 서유정, 2009, p. 31; 홍종명, 2016, p. 76)
9) 본 연구에서 반복된 ‘통합’이란 특히 한국 사회에의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통합 정책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중도입국
학습자들의 언어 습득에서부터 사회적응 측면까지 고려되어 기본적으로 그들이 교육, 노동시장, 사회생활 등과 같은 삶의 모든 영역
으로의 참여가 가능한 상태와 그 수준을 의미한다(김상무, 2016, pp. 61-64). 왜냐하면 이들이 한국사회에 입국하는 연령대를 감안
하면 성인 직전의 늦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학교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적응해야 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도 학
교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까지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정수정, 최순종, 2015, p.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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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배경 및 국내외 연구동향
1. 연구의 이론적 배경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중도입국 학습자 대상의 통합적 교육과정 구성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거시적
차원의 목표 원리부터 미시적 차원의 세밀한 구성 요소들과 관련된 각각의 논의들을 통해 고찰한 이론적 근거와 기준들
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거시적 차원에서의 교육과정 구성 원리
1) 다문화교육의 실현을 위한 목표
일찍이 7차(1997년) 교육과정10)이후 KSL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도 이미 다문화교육 관점의 적용이 기술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서는 다문화학생의 한국어능력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과정을 조정 ‧ 운영한다거나, 관련 교수‧학습 자료
를 활용할 수 있다는 배려와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추가 조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다문화배경 학습자의 급격한
증가 추세11)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추진목표와 방향을 크게 정리하여 제시한 ‘2017년 발표된 다문화교육 지원 계
획 발표’를 살펴보더라도 다문화교육 관점의 교육이 명시적으로 제안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이미 백목원
(2014)에서는 다문화배경 학생만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도 자국어인 ‘국어과 교육과정’과의 연계12)를 위한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다문화교육 구성 원리(개념, 철학, 목표)’에 기반을 둔 개정뿐 아니라 내용 연계선상에서도 이뤄져야 한
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도입국 학습자를 학습자 대상으로서 염두하고 Bennett(2010)의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고찰해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차용호(2015, pp. 50-53)에 따라 Bennett(2010)을 검토해보면 이 목표는 성차별, 인종차별, 기타 모든 차
별(장애인, 동성애자)과의 투쟁’에 관한 것이면서, ‘다양한 목적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조현희, 2018, p. 53)’으로서,
다문화교육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정책 가운데 ‘사회적 다문화정책’ 유형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다문화교육
은 정책 환경과 해당 주된 정책 대상자가 다문화배경 특히 중도입국 학습자를 포함한 외국인 또는 이주민과 같이 ‘소수
집단’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 다문화 정책’이 아닌 ‘인종적 다문화 정책’유형에 속한다. 왜냐하면 소수자 집단까지 아우르
는 넓은 의미에서 민족과는 상관없이 다양한 삶의 방식으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방식은 ‘사회적 다문화정책’으로, 좁은 의
미에서 이민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인 ‘인종적 다문화정책’과는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장인실, 2008; 김윤주, 2013)에서 제안한 Bennett(2010)를 목표 원리로서 그대로
따르지 않고, 드러난 논의들의 부적합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표 원리로서 역할을 다할 Gay(1994)의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거시적 차원의 교육과정의 구성 원리로서 상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타당성은 아래 <표 1>에
이전에 두 학자가 제시한 목표를 비교하면 확인할 수 있었다.

10) 7차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교육부(교육과학기술부)가 발족한 이래 일곱 번째로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1997년 12월 30일에 교육부
제1997-15호로 고시된 교육과정이다.
11) 2016년 다문화학생 비율은 8만 2천여 명(전체 학생대비 1.35%)으로 처음으로 다문화학생의 초등학생 중 다문화 학생비율이 2%를
넘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교육부 2016. 3. 10. 일자 보도자료).
12) 이와 관련하여 장미영(2013)에서는 ‘다문화교육과의 연동’ 이란 명명 하에 이를 위하여 한국어 독해자료의 활용과 비판적 독해를 통
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상식의 회복이라는 세계시민교육’을 제안한 한 바가 있는데 이는 적용 가능한 제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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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Bennett(2010)와 Gay(1994)에서 제안한 ‘다문화교육 목표’에 대한 비교표
학자

다문화 교육의 목표

Bennett(2010)
①
②
③
④
⑤
⑥

다양한 역사적 관점의 이해
문화적 의식 강화
간문화적 역량 개발13)
성차별, 인종차별, 기타 모든 차별과의 투쟁
지구의 현 상태를 인식하고 전 세계의 역동성을 이해
사회적 행동기술 개발

Gay(1994)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민족적 ‧ 문화적 문해 개발
개인 발달
태도와 가치의 명료화
다문화적‧사회적 역량
기본 기술 습득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사회 개혁을 위한 개인 역량 강화

위의 비교표를 상세히 살펴보면 Bennett(2010)의 다문화 목표14)는 문화적 의식 강화와 간문화적 역량 개발에는 효과적
이나 사회적 다문화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과정의 근본적 관점을 바꾸는 것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다. 이에 반해 Gay(1994)의 목표는 학교 내의 언어교육인 한국어 교육과 학교 현장 등의 환경과 대상자 등을 고려하면
‘인종적 다문화 정책’유형에 속하기에 관련 목표를 향후 본 연구에서 목표상황으로 상정함은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2) 다문화교육의 관점 실현을 위한 내용구성 방법
다문화교육의 정의는 다양하겠으나 무엇보다 학교교육이라는 공간으로 한정하여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여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에 그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다문화교육은 특정 교과와만 관련 있는 분야가 아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층위와 차원에서 검토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
이다. 바로 교육과정 개편 방법이자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Banks(2010)의 4가지 다문화적 내용통합의 접
근법이라고 하겠다. Banks(2010)가 다문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제시한 4단계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접근에 속하는 ‘기여적 접근법(contributive approach)’은 기존의 주류중심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들을
소수집단 학생들의 사례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단계인 ‘부가적 접근법(additive
approach)’은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 그 이상으로서 소수집단 학생들에게 중요한 개념들을 추가적으로
더해서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여적, 부가적 접근법은 보수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내용통합이라
고 할 수 있다.15) 한편 3단계와 4단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변환적 접근법(transformative approach)’과 ‘사회행동 접근법
(social action approach)’은 단순히 기존의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수준의 내용통합을
지향한다. 즉 ‘변환적 접근법’은 기존 교육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관점을 분석해내어 이에 대해서 도전하는 관점을 제시하
고자 하는 방식이며 ,‘사회행동 접근법’은 학생들이 불평등과 관련된 사회문제들을 중심으로 정의적인 교육과정으로 그
내용을 다시 구성하고자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조현희, 2018, p. 38).16) 이러한 의미에서 ‘변환적과 사회행동 접근법’은
비판적 접근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3) Bennett(2006)의 간 문화적 역량은 ‘상호문화역량’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이는 “타문화집단의 표상적인 의사소통 양식(언어, 기호,
몸짓)과 무의식적인 신호(신체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조현희, 2017, p. 40).
14) 위의 6가지 Bennett(2006)의 다문화목표에 대해 상세히 이해하고자 한다면 최나영, 최진영, 한현지(2014)를 참고하기 바란다.
15) 이러한 판단 근거는 Banks(2010) 이외에도 기존 김윤주(2013)에서 다문화교육을 좀 더 포괄적 차원에서 다루며 소개한 ‘Sleeter와
Grant(2009)의 5가지 접근법’과 연계 선상에서 관련 논의들을 간략히 비교한 논의(강수정, 임정원, 2017, p. 340)와 ‘보수적, 비판
적 접근법’으로 다시 구분해 본 논의(최진영, 조현희, 이선민, 2014, p. 297)를 종합하여 얻은 것이다. Sleeter와 Grant(2009),
Banks(2010)의 논의들을 비교하여 제시한 표는 <부록 2>을 참고하기 바란다.
16) Banks(2010)에 따르면 “다문화교육은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통해 통일을 이뤄나가야 데
에 핵심이 있다”(정창호, 2015, p. 137)고 하였다. 그런데 바로 내용통합 접근법 가운데 변환적․사회행동 접근법이 이러한 다문화교
육의 방향성에 부합되기에 본 연구에서도 향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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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문화교육을 위한 방안으로서 자주 거론되는 Sleeter와 Grant(2009)가 포괄적인 접근이라는 이유 이외에도 다
문화교육의 목적 가운데 사회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판적 다문화주의를 근거로 해서 해당 교육적 노력들을 분류
한 것이었다(조현희, 2018, p. 41). 즉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학습자의 학업성취 격차 해소에 가장 우선적인 목적을 두
고 있음을 감안할 때 Banks(2010)의 내용통합 접근법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었다.

나. 미시적 차원에서의 교육과정 구성 원리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한국어 학습자 대상의 교육과정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참조점으로서 활용하고자 실
제 유럽공통참조기준(Common European Frame 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이후 ‘CEFR’로 약칭함)의 내용 관
련의 정책적 변화와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면서 적용 가능한 측면을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CEFR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우선 언어를 행위로 보고 그 언어 학습자를 언어 사용자로, 언어 사용자는 사회적 행위자
로 보는 데서 출발하여 공적, 직업적, 사적 영역에서의 그 언어적 행위 능력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에 CEFR은 언어교
수, 학습, 평가의 방법론적 성격인 행위중심 접근법(AA)에 기반을 두면서 ‘다중언어와 다문화능력’이라는 언어능력에 대
한 관점과 중심 주제를 가지고 언어와 문화를 대등한 위치에서 수행하는 과제17)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즉 CEFR에서는
변화된 언어교수에 대한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단위를 과제로 보고 그러한 의사소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
기능, 텍스트간의 유기적 관계 또한 강조하면서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CEFR에서의 언어능력의 분류란 과제
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 목록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제시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특이한 사항은 ‘의
사소통적 언어능력’이라고 불리는 개념들은 줄고,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이 포함되는 ‘일반적 능력’의 범위는 넓어져 있었
다. 더 나아가 이러한 언어 능력에 대한 수준과 의사소통 활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세밀한 6단계 척도18)를 활용하고 있다
는 점도 특징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이렇게 CEFR의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한 고찰의 유익한 점들을 발견함으로써 바로 다양한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중도입국 학습자에게도 적용함이 적합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중도입국 학습자들의 생존을
위한 제2언어의 필요성을 CEFR에서 강조한 언어적 과제와 연결하여 과제중심 교수요목으로서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이에 교수요목 구성 기준으로서 과제를 통해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의 그 특징들을 면밀히 검토해
야 할 것이다. 그 특징 가운데 과제는 주제인 상황과 연관되어 그 언어사용 맥락으로서의 상황과 관련된 대범주는 사적/
공적/직업/교육 영역으로 한정되고, 그 하위영역은 여러 상황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CEFR에서 지향하
는 교수･학습･평가에 대한 관점과 방법론인 AA에 기반을 둔 교수요목 구성 원리를 교실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
제 수행을 중요시하고 그 목록을 제시하여 수업에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CEFR에서는 과제를 통해 교재와 수업
을 구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수･학습･평가의 연계 선상에서 평가도 실현하고 있음을 탐색한 사실에서도 드러났다.

2. 국내외 연구동향
17) CEFR을 통한 추출도 있지만 박완숙(2016)에서 중도입국 학습자의 언어적 역량이 더욱 제한적이기에 역동적인 학습활동으로서 협
동학습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가능성을 크게 하기 쉽고 간단한 활동 즉 구조화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도 과제가 대안이 될 것이다(박완숙, 2016, p. 34). 즉 제2언어에서 중요한 것으로서, 편안하고 심적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언어습득이 가장 잘 이루어지도록 동기가 유발된다는 논의(Krashen, 1982)를 기반으로 하여도 적합하다고
하겠다(박완숙, 2016, p. 36).
18) 이는 각 언어기능의 그 목표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구성할 해당 언어재료(어휘, 문법, 의사소통 표현)를 그 언어 숙달도에
따라 6개의 단계인 A1, A2. B1..., C2(혹은 + 부호를 붙여서 더 상세히)로 총괄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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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국 학습자 대상의 표준 교육과정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다문화 가정 자녀에 비해 중도입국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교육은 물론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의 편수는 부족한 실정이었다(김소현, 2015). 또한 중도입국 학습
자 대상의 주요 논의는 자녀의 개념 관련의 정의와 그들이 겪는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정책과 학교운영 현황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한 연구, 또는 교재 등을 분석하여 개선하는 데에 제언하기 위한 연구들(정일호, 2017)이 대부분이었다. 이
에 여기에서는 한국어교육 측면에서 참고할만한 중도입국 학습자 대상 관련의 모든 주요 논의를 살펴보되, 본 연구를 진
행함에 있어 중요한 그 특징적인 부분만을 요약하여 제시해보겠다. 우선 크게 ‘초기 중도입국 학습자 대상의 적응관련 연
구, KSL 교육과정의 개발/설계/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교재관련 연구, 교육과정 개정 및 교수-학습차원의 방안연구, 중도
입국 학습자의 동기적 측면을 다룬 연구’로 구분하였을 때 파악한 주요한 특징과 문제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았다.
먼저 중도입국 한국어 학습자 대상의 초기 연구에서는 입국시의 어려움과 관련된 적응문제 등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해당 논의들(김성식, 2013; 김정민, 2014; 좌동훈 2014; 한은진, 2013)를 통하여 초기 입국경험의 중요성과 정책문제와
함께 학업과 진학에 대한 심리적응뿐 아니라 사회적응에 대한 문제로까지 세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학 입장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학습자의 사회적응 단계와 그 특징에 대한 해결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적 해결 지원책도 될 수 있음을 선행연구들(강대중, 2013; 김정민, 2014)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중도입국
학습자의 입국초기 경험과 이후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가 제한 식의 논의로서는 진행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살펴본 중도입국 학습자 대상의 KSL 교육과정 관련 논의 가운데 개발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특정 학교에
서 실행양상을 탐색하는 논의(온혜현, 2014; 이효인, 2015)가 대부분이었다. 또는 다문화교육19)이라는 거시적인 목표원리
의 상정 하에 그것을 기준삼아 특정 학교 현장의 현황을 분석하여 교육과정의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논
의에서 미약하게나마 중도입국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미시적 접근도 엿보이고 있었다(모경환 외, 2015). 그리고 KSL 교
육과정의 시작과 교재의 발간과 함께 등장한 학교 현장에 대한 적용 연구(김진경, 2016; 방기혁, 2012; 서경덕, 2016;
홍종명, 2015)에서는 실제 학교인 예비학교, 대안학교 등에서 실행되는 교육과정의 체계와 내용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하면서 교사, 학습자, 이해관계자 등의 보다 다양한 상황 요인들을 반영하기 위한 요구분석 실행 연구들이 공통적으
로 나타났다.
이외 앞서 해외 교육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다문화교육이라는 목표원리를 통해 학교 운영 체계상의 제안을 한 논
의(모경환 외, 2015)와 같이 간혹 해외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다문화 교육 목표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 논의(김명정,
2011; 서은숙, 2016)도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조차도 교육과정의 구성절차에 따라 거시적
목표원리에 대한 점검 후 전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순차적인 접근이 아니었기에 그 실효성이 부족해 보였다. 이처럼
KSL 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 가운데 그 개발, 운영적 측면, 다문화교육의 목표원리에 준거로 한 측면 등을 살펴본 바 그
논의는 역시 정규과정 진입을 위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반면 다문화교육 목표원리를 실현하고자 해

19) 20세기 초 독일 사회학자인 G. Simmel에 의해 주창된 상호문화주의와 같은 다문화 이념은 이후 1924년 미국에 동화주의의 대체
로서 채용되었다. 이렇게 수용된 상호문화주의는 북미에서는 다문화주의로 발전하다가 다시 유럽의 동화주의, 민족주의에 대한 반
성으로 독일로 재수용되었다. 즉 다문화주의는 영미권에서, 상호문화주의는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다문화 이념으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겠다. 그럼에도 다문화주의는 정책적 관용과 융합을 강조하되 미국이민자들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하고 단순
한 인정만을 강조하여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극복 못한 결과를 낳은 반면에 상호문화주의는 상호간의 다른 문화를 인정하는데 중
점을 두면서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발전하게 되었다. 즉 북미의 다문화주의는 집단성을 강조한 반면, 상호문화주의는 상호작용 주체
인 개인을 강조하기에 다문화주의와 같은 포괄적인 교육철학적 이념은 북미에서 발전하였으며 구체적인 언어교육과정에는 상호문
화주의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박혜숙, 2014 pp. 118-126). 이에 우선 거시적 교육과정의 목표원리는 북미의 다문화교육관점에
서 그 준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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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정책의 사례를 근거로 실제 대안학교 등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들은 교육의 목표를 ‘사회통합’에 두고 있었다. 물론 언
어교육학 입장에서의 KSL 선행연구 가운데에서도 간혹 이주민 전체 유형가운데 중도입국 학습자를 그 대상으로 삼거나
(박혜숙, 2014)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목표를 ‘언어의 사회화’라는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다(손희연, 조태린, 2015). 그
럼에도 이러한 교육부의 지원정책이나 입국 초기부터 적응단계 관련의 논의 등에 여전히 학습자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그
특징들이 반영되지는 않고 있었다.
한편 중도입국 학습자 대상 교재관련 논의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상의 논의보다는 학습자의 한국어 언어능력을 위
한 사회 문화적 이해 측면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교재관련 주요한 논의에서 보이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학습자의 한국어
언어능력을 위한 사회문화적 이해측면을 고려하여 이를 함양시키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적절한 언어문화 항목을
추출하여 교재자체를 평가하거나 개선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연구(소라, 2014; 오영훈 외, 2012; 이찬우, 2015)가 대
부분이었다. 즉 사회적응 단계를 위한 고려가 보이기는 하였으나 언어문화 항목의 선정과 방안을 위해 교수입장에서의 제
안식의 논의(정일호, 2017)였다. 또는 초기 교육과정 구성 원리의 기반을 문식성만 두고 있음을 입증하듯이 중도입국 학
습자 대상의 교재관련 논의(심나빈, 2013; 이소라, 2012)에서는 특히 학업 문식성 개념을 토대로 한 개발이나 교수법 논
의만이 출현하고 있었다. 즉 학업 문식성을 교재설계의 핵심원리로 삼았기에 이도 결국 학교적응이나 정규학교 진입만을
염두한 논의라고 하겠다.
이외 교육과정 개정 및 교수학습 차원의 논의를 살펴보면 내용중심 교수법 등의 제안이나 요구분석과 같은 연구방법의
활용 논의(허인애 2013; 이혜지, 2013)에서 보다 미세한 언어재료 등에 대한 선정, 동화를 통한 개작, 협동학습, 동료학
습과 같은 수업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 등(박완숙, 2016; 이다혜, 2013; 이미화, 2016)이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었다. 물론 특이한 논의로서 김수연(2013)과 같이 취업을 목적으로 학습자의 언어교육 방안을 논하거나 한국사회에서의
살아갈 구성원으로서의 소양을 고민하여 논의한 진사무엘(2016)과 같은 새로운 제안 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학업성취와 동기간의 영향관계를 살핀 연구도 부각되고 있었다. 예컨대 중도입국 학습자 대상의
동기적 측면을 다룬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학습자들의 동기와 학업 성취율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논의(권
미경, 이소연, 2017, p. 175)가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러한 동기요인 가운데 학교적응 관련의 진학뿐 아니라 취업과 같
은 사회적응 동기요인이 더욱 중요한 변수임도 발견할 수 있었다(조혜영, 양계민, 2012; 오성배, 서덕희, 2012). 그럼에도
한국어 능력이 이들 성장 단계에서 동기 자체이면서도 여러 다른 동기를 강화할 동력제로서 결국 학업 성취율에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기에 한국어교육학 측면에서는 중요한 시사점이었다(김정민, 2014,
p. 85-86; 이남주, 김민, 2017, p. 152; 홍종명, 2014, p. 440).
이상으로 중도입국 학습자 대상의 주요 논의에서 드러난 주요 특징들을 통해 기존에는 중도입국 한국어 학습자 대상의
다양한 특징과, 학업적응 측면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사회적응 측면에까지 관심을 보이는 고려가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교육과정 관련 논의에서는 요구분석을 실행하여 보다 실제적인 개선안을 제안
하고자 노력한 바가 엿보였다. 한편 심화된 논의로는 교수요목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언어재료 등에 대한 요구분석을 활
용해 개정에 반영하거나 효과적인 교수법과 교실수업 실행을 구상하고자 한 바도 있었다. 이처럼 중도입국 한국어 학습자
대상 관련 논의에서 드러난 주요한 한계점은 곧 성인진입 직전의 과도기적 교육 선상에 놓인 중도입국 학습자를 위해서
는 보다 체계적인 요구분석과 그 성장단계에 따른 발전적인 통합적 교육과정의 구상과 지원이 향후 해결 과제임을 발견
할 수 있었다.

Ⅲ. 전반적인 연구의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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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중도입국 한국어 학습자 대상 관련 논의에서 드러난 주요한 한계점을 통해 중도입국 학습자
대상의 통합적 교육과정의 구상과 지원이 향후 해결 과제임을 인식한 것을 바탕으로 실제 진행된 연구 방법과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한 간략한 해결방안을 설명하면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이 ‘거시적/미
시적’으로 구분되듯이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의 구성 절차 또한 거시적인. 미시적인 차원으로 구분하여 조명해 보고자 하였
다. 즉 교육과정의 구성 절차를 거시적, 미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기존 해당 원리들(Gay, 1994; Banks, 2010)을 소개하
고 본 연구를 위해서 적용 가능한 각각의 구성 원리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편 거시적 목표 원리에 대한 검토 후,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교수 학습차원에 있어서는 애초에 이주민들을 위해 통합
적 측면에서 교수·학습·평가모델을 구상한 CEFR과 이와 관련된 논의들(김한란, 2007; 정수정, 최순종, 2015; 김상무
2016; 정수정, 류방란 2012; 최정순, 안미란, 2005)을 고찰하고 여기에서도 역시 실제 중도입국 대상 한국어교육과정을
위한 새로운 개발을 시도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원리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후에는 CEFR은 애초에 실제
성인인 이민자를 학습자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중도입국 한국어 학습자’ 에게도 이민자에 대한 통합적 차원의 정책적
관점을 적용함이 오히려 가장 적합한 구성 원리라는 판단이 있었다.20) 더욱이 CEFR에 기반을 두고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해 언어습득에서 직업세계로까지의 통합적 교육과정을 개발한 독일의 푀어믹(FörMig)21)의 경우나, 지난 10년간 유럽
전체에서도 외국어 시작 연령이 낮아지게 되면서 CEFR의 기술문을 채택하거나 활용한 Bergen의 ‘Can do’ 프로젝트, 스
위스의 IEF프로젝트와 아일랜드 초등학교의 새로운 L2(영어) 교육과정 개발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Little, 2006, p.
179).
또한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KSL 교육과정에서 보이는 교수·학습·평가에 대한 방법론적 지침 제공의 빈약함이나(서경
덕, 2016, p. 46), 학습자 흥미를 고려한 ‘활동, 과제, 연습 등의 개발과 활용’22)이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한계점 역시
CEFR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CEFR은 기본적으로 ‘언어의 구체적인 교수·학습·평가까
지의 일관된 체계와 그 방법론적인 구상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23) 요컨대 CEFR이 근거한 언어교수, 학습,
평가의 방법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위중심 교수법(l'approche actionnelle, 이하 ‘AA’로 약칭)’이 바라보는 언어능력
이란 핵심 개념인 ‘과제’라는 단위를 통해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 과제는 학습자의 정서적(정의적)24)․사회적․인지
적 특성을 고려한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CEFR의 핵심개념인 과제는 중도입국 학습자들의 정서적, 사
회적, 인지적 모든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을 구상하도록 원리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교수방안의 근거가 됨은 물론 학습자중
심 교육의 실현을 위한 대안도 될 수 있는 것이다.
20) 이에 대한 근거는 중도입국 학습자들은 전체 이민자대상의 언어적 통합정책 일환으로 시행된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또는 KIIP)’에 속하는 교육 대상이면서, 동시에 교육부 대상의 학교 학생 범주에도 속하는
‘중복대상자’라는 논의(차용호, 2015)의 확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21) 이는 독일에서 의무교육의 대상 연령을 지났거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중도입국 학습자를 위하여, 김나지움의 학업 독일어에서
사회적 자립을 돕는 취업 독일어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운영되는 해당 언어교육 정책차원의 모델을 의미한다(박혜숙, 2014,
p. 138).
22) 이러한 논의는 가장 최근의 이해영, 박기영, 방성원, 박선희, 최은지, 이보라미(2017, p. 131, p. 154, p. 169)에서 KSL 교육과정과
교재관련 개정 논의에서 문형보다는 ‘활동’에 중점을 두어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 기술을 통해서도 입증된다고 하겠다.
23) 한국어교육에서는 이미 김윤주(2013)에서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초기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 그 CEFR에 의한 적용을 제안
하거나(pp. 244-248), 이준호(2016)에서는 한국어교육에의 적용을 논한 바 있다. 물론 이준호(2016)의 경우에는 영어교육에서의
배치평가의 문항도구에 CEFR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실에 주목하여 한국어교육에도 가능함을 제언하고자 한 정도였기에 본격적
인 논의는 아니었다고 하겠다.
24) ‘정의적’ 이란 용어에서 정의(affect)는 감정이나 느낌을 가리키며, 그 영역은 인간 행동에 있어서 감정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때로
는 ‘정서적’ 이란 용어와 함께 혼용되고 있다(정윤나, 2016,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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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앞서 예로 살펴본 독일의 푀어믹의 사례를 참조하여, 과도기적 성장 단계의 중도입국 청소년
이 ‘학습자’로서 포함될 각 목적별 교육과정 간의 상호협력과 연계를 해당 주제와 어휘를 달리하여 교차지점의 판정 근거
로서 삼았을 때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도 연계과정에 진입근거로서 삼았음에 주목하고자 하였다(김한란, 2007, p. 102;
최정순, 안미란, 2005, p. 1; 정수정, 류방란, 2012, pp. 55-56). 즉 본 연구에서도 중도입국 학습자대상 통합적 구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장 단계별로 참여하게 될 해당 영역과 관계된 타교육과정(국어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평가
(TOPIK)에서 사용된 보다 미시적 차원의 교수요목 가운데 내용간의 연계방안을 검토할 때 그 실마리를 ‘주제와 어휘’를
통해 개별 교육과정 간의 있는 그대로의 횡적 연계 방식에서, ‘종적으로 내용 연계를 통한 통합’ 개발 또한 가능하다고
보았다.25)
물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앞서 지적한 바대로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드러난 한정된 요구 분
석 방법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다각화된 요구 분석 유형(상황/목표/현재상황/결여분석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함은 물
론 CEFR의 논의를 기반으로 한 적합한 정보수집 방법(학습일지26), 내러티브, 심층면접 등)과 다양한 정보수집 방법 등
(문헌분석, 설문조사, 말뭉치방법, 델파이기법27) 등)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자 한다28). 가령 교육과정 설계 전 단계인 ‘상
황분석’29)으로서 문헌분석과 ‘학습일지/내러티브/설문지 및 면담’을 통하여 학습자와 학습-상황 요인 등을 분석하고자 하
였다. 해당 항목은 ‘중도입국 학습자’에 대한 개념과 해당 유형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그들의 언어적 인지적 정의적 특
성을 파악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한국어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설계단계 1’에서는 ‘목표상황과 현재상황 분석’으로서 심도 있는 문헌분석을 진행하여 그 목표요구와 현재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언어습득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거시적 차원의 다문화교육관점 기반의 목표 원리와 미시
적 차원의 CEFR관련 논의들을 고찰하여 어떠한 측면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해당 원리들을 ‘목표요구(target needs)’로서 도
출하였다. 또한 이후에는 실행 중인 ‘KSL’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현재상황 요구’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앞서 도출한 목표요구와의 그 간격을 확인하고자 결여분석으로서 문헌분석을 다시 시도하여 그 격차인 결여
(deficiency)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기에 추가적으로 타교육과정 간(평가)간의 내용 통합의 연계 대상이 될 일차적
인 주제30)와 어휘에 대한 결여분석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설계단계 2’에서는 ‘앞서 실행된 교사대상의 설문조사인 상황분석의 결과에서 주요 내용을 추출한 재질문
형식을 통해 그 타당성을 점검하면서 교사들의 교수 가능성도 타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CEFR을 적용하여 내용의 통합
적 구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선행 작업으로서의 앞서 구축된 주제목록에 대한 교사/학습자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그들
의 요구도 반영하여 실제적인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습자 대상의 주제목록에 대한 선호도를 묻

25) 여기에서의 그 ‘통합’이란 교육, 노동시장, 사회생활 등의 삶의 모든 영역에의 참여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언
어교육을 통해 실현할 방법은 관련 타교육과정 간의 종적 내용 연계를 통한 새로운 구축과 그러한 절차적 방안까지도 의미하는 것
이다.
26) 학습일지에 대해서는 언어숙달도가 낮은 베트남 학생들만을 위해서 베트남어 번역본도 마련하였는데 지면상 한국어 학습일지만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부록 3>를 참고하기 바란다.
27) 교사대상과 학습자 대상(영어, 베트남, 중국어 번역본은 생략)의 실제 문항은 예시로서 제시된 <부록 4>을 참고하기 바란다.
28) 본 연구에서 진행될 요구 분석이 어떠한 세부적인 유형과 방법에 의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분석의 절차는 <부록 5>
을 참고하길 바란다.
29) 요구 분석 유형 가운데 하나에 속할 수 있는 상황분석은 주로 이와 관련된 특정 변인들은 종종 향후 계획될 교육과정의 실행에 있
어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들로 간주된다(강승혜 외, 2015, p. 102). 그리고 이의 하위 요인은 대표적으로 ‘학습자, 교사, 학습자간
상호작용 요인’등으로 구분되거나(강민아, 2017), ‘학습자, 교사, 교수 학습-상황 요인’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김영규, 2014, pp.
850-851).
30) CEFR의 교수･학습 구성 원리의 적용 방안으로서는 그 핵심 개념인 과제에 의해 실현해야겠으나 기존의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교
수요목 단위가 주제로 구성된 경우가 많기에 주제를 먼저 통합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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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이어, 학습자의 실제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전략’의 일면 파악과 향후 적합한 과제유형 등을 도출하는 데도 활
용하고자 학습자 대상의 설문에 <기능목록>에 대한 선호도 문항도 추가하였다.

Ⅳ. 연구결과의 요약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학습자를 대상으로 통합적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요구 분석을 실행하였다. 구체
적인 연구진행 방법으로 다각화된 요구 분석(상황/목표/현재/결여상황/교육상황/전략분석)을 체계적으로 실행하였으며, 다
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상황분석 결과를 통해 중도 입국 학습자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원인이 학습자들이 처음 적응하게
될 ‘사회 문화적, 가정 환경적 요인’등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선행단계로서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드러난 요구분석의 결
과는 통합적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본 연구의 주제와 그 방안으로서 거시적/미시적 차원의 교육과정 구성 원리의 도입과
적용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었다.
둘째, 실행 중인 KSL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과정과 교재에 대한 현재상황 분석 결과 대비 목표상황 결과 간의 가
장 큰 격차인 결여(deficiency)로서 드러난 부분은 다문화교육 관점 기반의 거시적 차원의 목표 원리에 따른 결과에서는
연도별 고른 적용 양상은 보이고 있었지만, ‘비판의식과 사회행동’을 위한 목표와 내용 구성의 측면들은 찾아보기 어려웠
다31). 한편 미시적 차원에서는 KSL과 사회통합프로그램 두 교육과정 모두 CEFR 대비 언어기능별/숙달도별/등급별의 구
체적 성취기준의 미흡함이 드러났으며, 이는 교수·학습·평가 방법론적 차원에서의 한계점으로도 이어지고 있었다. 교육목
표와 주제 측면에 있어서 KSL은 이중 언어관으로서 CEFR과 유사한 측면이 발견되었으나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의 적응’
에만 교육 목표를 둔 결여가 발견되었다. 이에 반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은 CEFR과 유사하게 다양한 생활(사적/공적/직업
적)영역 모두를 교수요목에 주제목록으로 반영하고 단원별 문화관련 텍스트와 활동이 일관되게 제시되어 있었으나, 주제
의 하위 범주인 상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타교육과정(평가)에 대한 내용통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추가 결여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KSL과 국어과 교
육과정 간에서는 학습 한국어를 위한 어휘목록의 선정과 그 제시/구성 양상을, KSL과 사회통합프로그램 간에서는 주제
선정과 단계별 평가도구(국적취득 시험) 등의 구성 양상을, KSL과 TOPIK 간에서는 평가 영역(특히 고급단계)에 따른 구
성과 해당 어휘와 주제 항목의 그 선정 방식 등을 반영할 수 있음을 도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상황분석 단계의 설
문조사에서 추출된 재질문 형식의 선호도 문항에서 교사는 ‘진로가 반영되어 지속적인 학습이 보장된 교육과정의 개발
필요성’을, 학습자는 특히 어휘에 대해 그들의 ‘진로뿐 아니라 난이도와 흥미가 고려된 교재 개발’을 각각 1순위로 선택해
서로 다른 응답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어서 앞서 언급된 최종 주제 목록 87문항에 대한 교사/학습자 간 선호도의 통
합 순위결과에서는 ‘일상과 사회생활 영역’에 대한 선호도는 동일하였으나, ‘공적 영역은 교사만, 사적 영역은 학습자만’
각각 해당 영역의 관련 주제목록에 더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었다. 여기에 추가된 학습자 대상만의 기능목록 선호도
문항에서는 중도입국 학습자의 특수성을 반영하듯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 적응과 그들 심정과 입장 등을 표현하기’와 관
련된 기능에 높은 선호도를 보임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 관련 문항은 학습자가 선호하는 학습 방법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전략적 측면까지를 드러내고 동기까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궁극적으로 학습자중심 교육을 실
현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요구 분석이었다.

31) 다문화교육 관점 기반의 거시적 측면의 목표 원리(Gay, 1994)에 의한 교육과정과 교재에 대한 분석 결과의 전체 정리표는 <부록 6>
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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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기존의 문식성에 기반을 두고 학습 한국어에만 논의가 집중되었던 한계점을 극복하고, 중도입국 학습자들의
학업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 연령대에 맞는 진로와 흥미 등이 고려된 통합적 교육과
정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도입국 학습자 대상을 위한 어떤 논의에서도 거시적/미시적 차원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절차방안을 위한 원리 도입이나, 이에 따라 추출된 실제적인 구성 요인들을
실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제안한 연구들도 없었다. 즉 연구 과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과 적용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더욱이 다양한 요구 분석 유형의 순차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연구도 없었다. 이에 향후 참조될 만한 요
구 분석의 절차적 방안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대효과 즉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1. 연구의 의의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특수성과 그로 인한 ‘어려움과 (여러 언어적/사회적/심리적 혹은
정서적인) 문제점’등을 취합 분류하여, CEFR의 언어능력 구분 범주에 따라 연계하였다32). 둘째,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관점에서 동기적 측면을 다룬 주요 논의 가운데 학습자의 동기가 학업 성취율 즉 한국어능력 함양에 영향을 미친
다는 논점을 본격적으로 수용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 관점 기반의 거시적 차원의 목표 원
리로서 Gay(1994)과 Banks(2010)에 대한 도입과 그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핵심 사항을 도출하여 체계적인 목표 원리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차원의 교수요목 구성 원리인 CEFR의 도입과 그 구체적인 적용을 위
한 핵심 원리들을 도출하여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CEFR의 6단계로 구성된 숙달도별 능력수준의 기술과 그 척도를 중도입국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과정과 평가적 차
원에서도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여섯째, 타교육과정(평가)에 대한 내용통합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추가 진행한 문헌과 말뭉치 분석 등을 통해 타교육과정과의 내용 연계정도의 파악과 그 실제적인 구축을 위한 지표로서
주제와 어휘가 유효하다는 입증은 물론 실현가능한 개발방안의 실마리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본 연구의 순
차적 요구 분석 절차에 따라 최종 도출된 개선점과 해당 요구들(어휘/주제/기능)은 실제 통합적 교육과정을 구성하고자
할 때 내용 연계의 측면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반영 가능한 목록일 것이다.
이어서는 본 연구의 상황분석에서 교사/학습자들의 요구 분석을 진행하면서 파악한 추가 도출 사항을 기반으로 하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중도입국 학습자 대상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중도입국 학습자의 특수성에 따른 제언

먼저 중도입국 학습자들 대상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을 염두한다면, 그들이 겪는 문제점 가운데 1차 원인에 속한
새로운 환경과 상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살피고, 그 다음 가정에서 오는 가족, 부모, 재정문제 등을 고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2차 원인에 속하는 것으로서, 청소년기라는 연령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들의 정체성과 정서적 문제점을
32) 중도입국 학습자 대상의 다양한 어려움과 그 상세한 문제들로 드러난 바를 다시 CEFR의 언어능력의 하위범주 능력과의 상관관계
에 따라 연계시킨 전체 결과는 <부록 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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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고, 이의 해결을 위한 상담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1, 2차 원인에 대한 개선 노력과 병행하여
나타난 결과로서의 언어적, 학업적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 정책의 마련을 1차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언어적 문
제를 2차로, 학업적 문제를 3차로, 인지적 문제를 4차로서 관련된 그 개선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향후의 새
로운 교육과정에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통합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연구결과의 활용과 제언
여기에서는 상황분석의 설문조사(개방형 문항)에서 얻은 다양한 개선관련 의견33)과, 전체 단계별 요구 분석의 실행을
통해서 도출된 목표요구 등을 종합하여 궁극적으로 통합적 한국어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한 실제 활용방안을 교육과정의
구축절차에 따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중도입국 학습자를 위한 통합적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그 목표를 중도입국 학습자의 학교생활적
응과 정규학교 진입에만 목표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여 가능한 삶의 영역과 관련된 실제적인 언어능력을 겸비하여
건강한 사회 적응자가 되는 데에 지향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통합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목표 원리를 새롭게 세우고
자 할 때 특히 본 연구에서 도입된 다문화교육 관점 기반의 목표 원리(Gay, 1994; Banks, 2010)를 통해 그 실현이 미흡
한 것으로 도출된 결과인 ‘온전한 사회 참여자’로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도울 사회개혁을 위한 ‘비판의식과 사회행동으
로의 실행 원리’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향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할 때 본 연구에서도 이미 제시되고 중도입
국 학습자에게 적합하다고 입증된 세분화된 CEFR의 언어능력 구분 범주를 참고하고, 이를 객관화할 수 있는 잣대도
CEFR의 6단계로 설정된 숙달도별 능력수준과 그 척도를 활용하여 한국어교육 현실에 맞게 구축해야할 것이다.
이어서는 미시적 구성 원리(CEFR)에 대한 도입과 이를 기준으로 한 결여분석 결과에서 가장 큰 결여로서 드러난 사항
인 KSL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재 내용 구성 측면을 중심으로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 적응’에만 교육목표를 두었던 그 한정된 주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논의들(사회통합프로그
램, 국어 교재, TOPIK)을 통해 도출한 주제목록 87개와 이에 대한 선호도 순위결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한
국사회 적응과 진학, 취직 등의 중도입국 학습자의 진로에 따라 해당 주제목록34)을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교사/학습자간의 선호도 차이점을 반영하여 교사와 학습자 모두는 실제 ‘일상/사회생활’에 동
일한 선호도를, 교사만은 ‘공적 영역’에, 학습자만은 ‘사적 영역’에 각각 다소 다른 선호도를 보인다는 점도 유념해서 반
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KSL에 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사적/공적/직업적 영역의 모든 주제를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범주로서의 상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결여도 도출하였다. 따라서 차후 실제 교육과정의 개발
을 위해서는 최종 도출된 위 주제목록과 연계된 상황의 설정을 위하여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을 실생활에서 찾거나,
CEFR 관련 논의나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한국의 제2외국어 분야의 해당 교재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추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앞서 주제와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 설정 이후에는 그 연계된 상황을 기반으로 다시 기능, 전략 등
도 제시하고 목표행위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능목록의 추가 구축이나 연계
33) 한국어 교육 개선과 관련되어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요구들을 정리한 표는 <부록 8>을 참고하기 바람
34) 실제적인 반영을 위하여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주제 목록을 모아 교사와 학습자의 통합 순위를 구한 결과를 <부록 9>에 제시하
였다. 순위는 전과 동일하게 평균에 대하여 부여하였다. 상위 50%의 주제 목록 중에서 과반수이상이 1단계 주제목록에서 온 것들
임을 알 수 있었다. 3단계 주제 목록의 항목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50%에서 1단계의 주제목록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은
상위 50%에 속한 1단계 주제 목록에 대해 교사와 학습자 모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4
구성을 할 때는 학습자들은 난이도와 흥미가 중요 관건이었다. 본 연구에서 관련된 요구 분석 결과대로 기능에 있어서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본인 심정과 입장을 밝히고 표현하는 데에 높은 동기가 있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능
에 대한 연계목록까지 구축된 이후에는 더 나아가 관련 논의와 CEFR 등을 참고하여 과제 목록으로까지 구체화시켜야 한
다. 이외 CEFR이 기반으로 한 행위 중심적 접근법에서 목표로 둔 과제를 활용하여 실제 실행을 위해서는 설계도인 교수
요목에서의 실현 가능한 조건들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앞서 본 연구에서 상황분석, 결여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주제목록을 구축하고 그 활용을 제안하였듯이,
어휘 목록의 선정과 학습자 수준, 제시방법 등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최종 학습자 대상의 재질문 형식의 문항
에서 1순위가 된 개선점이 바로 ‘교재 구성에 있어서 학습자 수준에 맞는 어휘 난이도와 흥미를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는 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교재 간의 불일치 어휘 목록들이 어휘 빈도대에서 차지하는 빈도대별 완벽한
비율의 산출은 하지 못하였다. 이에 향후 중도입국 학습자의 진로에 따라 염두해야 할 타교육과정 간의 해당 어휘들간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연계하되, 실제적으로 보완된 어휘 목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상황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로서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난 주제와 어휘에 대한 개발 제안에 이어 ‘문
화’에 항목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개선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차후에는 CEFR이 기반을 둔 행위중심 접근법에
근거한다면 ‘언어행위 습득’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가 되기에, 관련 언어문화 학습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의 그 특징들을
다시 분석하거나 적절한 관련 ‘문화 항목과 텍스트’등을 찾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앞서 제기된 교육과정과 교재
간의 긴밀한 연계성 확보를 위한 개선(목표 수정, 언어재료 구축 등)에 이어서 적합한 언어재료의 선정과 제시 방법, 교
수·학습·평가 방법 등을 CEFR에 기반한 교수·학습적 측면을 검토하여 교재 내용의 구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즉 CEFR
이 ‘언어의 구체적인 교수·학습·평가까지의 일관된 체계와 방법론적 성격을 띈 구상인 만큼 수업의 실행에 있어서는 학습
자를 사회적인 언어행위자로 간주하여 그 목표행위인 과제를 통해 상호작용이 수반되는 의미중심의 수업을 교수요목의
목표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 교사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한 개선안에서도 호환가능한 평가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듯이,
먼저 중도입국 학습자의 취업과 대학 진학 등의 진로를 반영한 평가 방안과 실제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면, 이미 실행
중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단계별 평가나 TOPIK를 호환 가능한 평가로 간주하고 그 체계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CEFR을 적용한 독일어 교육과정 가운데 그 내용구성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 평가 체계
임을 확인하였기에, 해당 부분을 고찰하여 반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본 연구에서 요구 분석의 정보수집 방법으로
만 활용되었던 ‘언어 포트폴리오’의 일부 유형들(학습일지와 같은)의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과 자가 평가를 유도할 유용한
방안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요목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중도입국 한국어 학습자 대상 통합적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자 본 연구에서 실행한 단계별 요구 분석 유형 결과에서 도출된 개별 요구나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시적 차원에서는 교육과정을, 미시적 차원에서는 교재에서 교수방식까지를 두루 그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해
보았다. 이에 본 연구의 이러한 시도들은 향후 다문화사회에서 지속적인 성장 단계에 따라 한국어 교육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대상자들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할 때 본 연구의 결실이 그러한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와 절차상의 방안을 제공하
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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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에서 요구 분석을 진행한 연구목록
구분/ 연구자/
대상 연구유형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 방법

김도완 베트남 현지에서 사용이 가능한 직
베트남 내 현지 한국학과의
(2016) 업 목적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기 위
설문/인터뷰
졸업생, 대학생 대상
석사 한 기초를 마련하기
직업
목적

결과 분석 방법

SPSS 18.0을
상황(환경)분석 사용하여
통계 처리함

김종숙
베트남 내 대학 직업목적 교육과정 예비조사: 졸업 취업생과 설문/면접(인터
SPSS Statistic 20과 Excel (2010)
(2017)
상황(환경)분석
설계
교수(40명)
뷰)
을 사용 하여 분석
박사
·예비조사: 교수,회사원
동연 중국대학 한국어과 졸업생들의 직업
공무원,학원 교사, 졸업생
(2017)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본 조사: 교수자,
박사 및 실태를 조사하는
졸업생

난민

유형

이은주
난민대상의 교육과정 설계 목적
(2017)

학습자, 한국어,한국 문화
강사

설문/인터뷰

상황(환경)분석

설문조사

상황분석

SPSS Statistic 20과 Excel (2010)
을 사용하여 분석

빈도와 백분율로만 제시

결혼
이민자

이윤해 예비 학부모 결혼이민자 위한 학교
학습자,교사
(2014) 생활 지도에 관한 요구 분석

설문조사

현재상황분석

SPSS18.0
프로그램과 Cronbach의 α값 사용

교사교
육

홍성인
초·중·고 학교급별 학교
교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요구조사
(2015)
2개의 교실

반구조적
심층면담

현재상황분석

질적분석으로 유목화로
내용분류

최하나
다문화배경 고등학생 학습
교재개발을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
(2009)
자
다문화
배경

오은순 한국어교육 전문가에 대한 교육프로
전문가
(2010) 그램 요구 분석

환경분석과, SPSS Statistic 15.0와 켄달의 일치
현재상황분석 계수를 사용함

김윤주 다문화 교육과정 구성방안; 교재현 다문화 예비/대안/선도/중
(2013) 황 과 만족도
점학교 등의 학생과 교사들

설문/면담

환경분석

빈도, 비율

·교사 및 관계 전문가 18
이소라 학습 한국어의 교재개발 및 교과과 명
(2012) 목 관련 주제 및 단어에 대한 요구 ·중학생 중도입국 학생 6
명

설문/
면접법

상황분석

빈도, 유목화 분류

상황분석

빈도

최영권
정규과정 진입을 위한 교육원리
(2012)
중도
입국
학습자

델파이
조사

(비)정규기관 교사 7명과
중학교 중도입국 청소년 12 설문/면접법
명

·학생-설문지,
SPSS20.0프로그램을 이용과 분석
이혜지 교육과정 설계 위한 교재 만족도 요 다문화예비 학교 레인보우
·교사-설문지/ 현재상황분석 결과의 신뢰도 검증에 대해서는
(2013) 구 분석
학습자 57명과 교사 28명
면접
Cron bach의α를 사용함
허인애 한국어 목적과 수업 중 어려운 항목 교사 10명과 중도 입국 청
(2013) 및 수업비중이 높은 항목 등 설문 소년 75명

설문/
면접법

구영산 한국어교육과정 개선 위한 요구 분
한국어 교육 전문가 50명
(2015) 석

델파이
기법

현재/목표상황
빈도, 비율
분석

정일호 학령기 중도입국자를 위한 언어문화 다문화연구 및 레인보우 스
(2017) 교육 항목요구조사
쿨 재학생인 학습자 34명

설문조사

현재상황분석 빈도, 비율

상황분석

통계처리(평균, 표준편차 단, 도구
를 명백히 밝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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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대표적인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점 비교표
Banks(2010)35)
① 기여적 접근법
영웅, 기념일, 음식, 춤 등 구체적인 문화적 소재를 기존 교
육과정에 삽입
② 부가적 접근법
교육과정의 구조, 목적, 특징 등에 변화 없이 인종적· 민족
적 내용, 개념, 주제, 관점 등을 첨가
③ 변환적 접근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목적, 구조, 관점 자체에 변화를 추구
하는 방식
④ 사회행동 접근법
학생들로 하여금 중요한 사안이나 쟁점에 대해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
→ 궁극적인 도달점:
소외된 집단이 사회의 온전한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사회
개혁에 동참하게 하는 것, 관련된 지식, 가치, 기술을 교육하
는것

Sleeter와 Grant(2009)
① 특수학생 및 타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수
문화적 소수집단이 주류사회의 제도 및 문화에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기술, 개념, 가치 등을 습득하도록 도움.
② 인간관계
사람들 간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줄이고 관용, 일체감, 수용
성 높여 개인·집단 간의 긍정적 관계 도모

보수적 접근법

③ 단일집단연구
특정 집단 학습 통해 그들의 사회적 불평을 인식, 궁극적으
로 소수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킴.
④ 다문화적 교육
모든 집단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다양한 사람을 존중, 집
단 간 권력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⑤ 다문화 사회정의 교육
유색인종, 여성, 장애인 등 모든 이들의 평등과 정의를 목
표로 사회 구조적 평등을 위한 사회행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준비시킴.

비판적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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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학습일지로 구상된 예(한국어/베트남 번역본)
<○○ 다문화학교 중등과정 - KSL 자가 진단표 및 학습일지>
날짜: 2017. 10 . 이름:
1. 자가 진단표(1점(하(下))-5점(상(上))로 쓰세요)
Tự đánh giá ( Từ 1 đến 5 điểm)
학습자 자가 진단표

교사(선생님) 평가

1) 오늘 공부한
내용을 이해했어요?
2) 오늘 무엇을 공부했어요? 그것을 말하
고 쓸 수 있어요?

2. 학습일지
학습관련 질문
1) 공부한 단원(과)?
2) 및 시간 공부했어요?

공부한 날짜:

3) 공부한 내용(목표/주제)?

4) 오늘 무슨 문법을 공부했어요?
(각 문법을 사용해서 예문(例文) 1문장(文
章)씩 쓰세요)

-

5) 새롭게 무슨 어휘(단어)를 공부했어요?
쓰세요?
6) 가장 어려운 부분은?
7) 가장 쉬운 부분은?
8) 기억할 수 없는 것은?
9) 오늘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10) 숙제가 있어요?
11) 무엇을 더 공부하고
싶어요?
선생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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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1> 교사용 델파이 기법 설문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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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2> 학습자용 설문지-예(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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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단계별로 다각화된 요구 분석의 순차적 절차표
요구 분석 유형

정보수집 방법
① 문헌분석

선행
단계

통합적
교육 과정
구성을 위한
요구분석

설계
단계

상황 분석

② 학습일지
학습자, 교사, 학교장
내러티브심층면담
* 다수의 교사
및* 설문조사

학습자 요인 교수 학습-상황 요인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학습자, 교사,
학교장 요인

③ 문헌 분석

- 다문화교육 관점
기반의 목표 원리
- CEFR의 교수요목 구성 원리

현재
상황
분석

④ 문헌 분석

- KSL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목표부터 교수요목
학습 요구
관련 구성 내용

⑤ 문헌 분석

-다문화교육 관점에 의한 KSL 분석
- CEFR에 의한 KSL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분석

⑥ (문헌분석)
말뭉치 분석

- 국어,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주제, 어휘
등의 체계 비교
학습 요구
- 교육과정/교재 간의 주제, 어휘에 대한 간극 분석

결여
분석

2

중도입국 학습자,
부처별, 기관별 정책 실태관련 문서

요인/요구대상36)

목표
상황
분석

1

설계
단계

대 상

목표 요구(필요)

목표 요구(결여)

교육 상황
**다수의 교사(*설문조사에서 도출된 내용에 대한
**⑦ 델파이 분석
교육-상황 요인, 교사 요인 학습 요구
분석
교수법 실현 가능성 여부 조사)
전략 분석

⑧ 설문조사

학습자(*설문조사에서 도출된 내용과 전략적 차원 학습자 요인
선호도 여부 조사)
(욕구: wants) 학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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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거시적 차원의 목표 원리 구성 원리에 따른 교육과정과 교재 분석 통합결과표
다문화교육 목표 기반(Gay, 1994)
구
연도별 ①민족적‧문화 ②개 ③태도와 ④다문화적 ⑤기본
분
인
‧사회적
기술
적 문해 개발
가치의 명료화
발달
역량
습득

내용통합 접근법 Banks(2010)

⑥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⑦사회 개혁을
위한 개인역량 연도별
강화

기여적

부가적

변환적

사회
행동

2008

x

o

o

o

o

o

x

2008

o

o

x

x

2009

x

o

x

o

o

o

x

2009

o

o

x

x

2010

o

o

x

o

o

o

x

2010

o

o

x

x

2011

o

o

o

o

o

o

x

2011

o

o

x

x

2012

x

o

o

o

o

o

x

2012

o

o

x

x

2013

x

o

x

o

o

o

x

2013

o

o

x

x

2014

o

o

x

o

o

o

x

2014

o

o

x

x

2015

o

o

x

o

o

o

x

2015

o

o

x

x

2016

o

o

x

o

o

o

x

2016

o

o

x

x

2017

o

o

o

o

o

o

x

2017

o

o

x

x

2018

o

o

o

o

o

o

x

2018

o

o

x

x

초등 1

o

o

o

o

o

x

x

초등 1

초등 2

o

o

o

o

o

x

x

초등 2

40%

0%

0%

0%

중등 1
교
재 중등 2

o

o

o

o

o

x

x

중등 1

o

o

o

o

o

x

x

중등 2

27.2%

0%

0%

고등 1

o

o

o

o

o

x

x

고등 1

33.3%

0%

0%

고등 2

o

o

o

o

o

x

x

고등 2

교
육
과
정

72.7%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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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중도입국 학습자의 상황분석 통합 정리표
구분

언어능력

의사
소통적
언어
능력

사회
언어적
능력
/
화용적
능력

개성과
관련된
능력

1 차
원인

원인
/해결
영역

문제점

어려움 및 원인

사회
문화적
문제

· 초기입국 낯선 환경의 문화충격. 문
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 등.
· 또래(교사)관계문제 또는
*차별 등의ㅡ외부조건

가정
환경적
문 제

· 가족 간 소통부족. 고립.
가족관계(또는 새 가족 구성원과의 적
응문제 등)에서의 지지와 경제적 문제,
(또는 * 아르바이트),

자아
정체성
문제

· 출신 국가. 국적 취득을 위한 비자연
장과 관련된 법적 지위 불안정, 자신감
부족 등

정서적
문제

2차
원인

결과

의사
소통적
언어
능력

언어적
능력

일반적능 학 습
력
능력

· 또래관계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의사소통의 어려움뿐 아니
라 다문화 사회에서의 상호간의 차이점 이해를 위한 교육의 제공
등

· 부모교육

·
②
원 인
· 사춘기 심리적 불안. 낮은 성적으로 영 역 ·
열등감. 편견과 놀림. 불안한 미래와 진
·
로에 대한 걱정
·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상담적 지원 등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 개선,
실질적인 진로 교육지원 ,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진로문제와 관련된 동기부여 지원 등

인지적
문제

· 형식적 조작 사고와 사회적 인지능력
발달 시기임에도 이러한 연령대의 특징
이 배제된 수업환경과 자신 처지에 대한
괴리감으로 인해 인지발달 저해 및 정체
성 혼란과 정서적 위축

· 학적 생성이나 편입, 일반학교 진입 등의 제도적 개선으로 연령대
에 맞는 내용교과 수업이 가능하도록 함.
혹은 부족한 언어적 능력 대신 기술교육 지원도 가능함
4차
· 선행지식의 고려를 위하여 모국어 번역을 통한 문식성 회복과
인지발달 촉진
해 결
· 지속적인 학습관리와 동기부여를 위한 상담 및 자아 개념의
방 향
형성과 진로 지도를 위한 상담 지원
영 역
· 자아존중감과 학습 효능감의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적 비계
(scaffolding)설정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발달을 촉진할
협동수업 방안 고안

언어적
문제

· 학교생활과 교실수업에서
사용 (표현)능력 부족.
*어휘 기억, 문법, 발음 어려움
· 어머니의 한국어실력.

2
해
방
영

학업적
문제

· 학습목표가 없기에 의욕과
3 차 · 맞춤형 수업, 동기부여가 가능한 (교수·학습)수업방식의 고안과
동기, 의지가 떨어짐, 학력 신장의 어 해 결 반영
려움,
방 향
· 중도이탈문제, 진학문제.
영 역

일반적
능력
학습
능력

①
원 인
영 역

교사 개선점

차
결
향
역

·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지원
· 지속적인 학습기간이 보장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동기부
여가 되도록 이들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모든 생활 영역의 적응을
위한 교과과정 자체의 개설마련이 필요함. 즉 진학과 취업과 같은
진로결정을 돕고 그 진로에 따라 한국어가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됨.

교육 정책적 문제
교육적 인프라 부족문제, 복지 부족
1 차 해 결 방 향 영 역
<학교운영 체계관련>
<교사처우 개선 관련>
· 수업공간과 시설에 대한 지원과 구비확충, - 학생들의 특수성으로
· 안정된 근무조건 확보를 위한 시수, 급여 보장
<제도적 관련>
인한 적응의 어려움을 돕는 데에 필요한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 구축
과 학습자를 위한 적합한 환경제공
· 학력인증제도와 장학제도 등.
등 -국가도, 학교/학년군도 다르고, 언어도, 실력도 모두 다른 아이들이
· 이중 언어 강사의 도움이나 연수 등
수시로 입학하는 시스템 자체와 학교 교육과정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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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한국어 교육 개선과 관련되어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요구들

실태

어려움/
만족도
교육
과정 이해
요구

･다문화교육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대한 이해 비율은 51.4 %로‘보통이다’에 응답하였는데, 이에 비해 특정 한국어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 관점의 적용에 대한 이해 여부에 대한 비율은‘보통이다’에 54.3%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이도 확신하고는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음.
· 학급 구성방식은 숙달도에 따른 구성에 많은 비율인 88.6%로 응답을 보였고
· 현행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의 적합성은 보통이다(42.9%)와 그렇지 않다(14.3%) 와 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
· 학습자는 만족도에 대한 문항의‘보통이다’에 51.6%, 교사는 61.3%로 응답함.
· 교재와 교재내용에 대한 만족도도 75.6%로‘보통이다’에 응답함
· 중도입국 학습자만 대상 교육과정 필요성에 ‘매우 필요하다’에 69.9%로 응답함.
· 교사가 학습자에게 기대하는 한국어 수준은 중급 정도(64.7%)이나, 교사에게 학습자가 희망하는 숙달도 수준에
대한 문항에서는 중급과 고급의 비율이 41.2%로 비슷하게 나타남.
· 학습자가 희망하는 교과목은 국어수업이라는 응답이 67.7%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외 역사: 19.4%, 수학: 16.1%,
과학(9.7%), 영어(6.5%)).
· 단, 이중 언어교사에 대한 필요도 등은 다소 긍정적인 의견(‘대체로 필요하다’가 42.9%이며,‘보통이다’는 28.6%임)이나
다양하게 나뉘고 있었음.

개방형 응답 개선사항 - 교육과정 1
· 다문화사회에 맞게 목표, 기능/주제, 과제의 적절한 선정과 교재에의 반영, 실행을 위해서는 수준별
등과 같이 전반적인 모든 항목에서 두루 제안함

실태

교재/
평가

어려움/
만족도

요구

학급운영이나 시수문제

· 준비방식은 다른 교재 참고 비율이 80%로 가장 높았음
· 주로 사용교재 비율이 대학기관교재 48.5%, KSL 36.4%, 시중 또는 보급교재
24.2%
· 말하기는 학습내용의 적절한 반영여부, 학습자 수준과 실생활과의 연광성에서 각각 58.5%로, 52.9%, 76.5%로
가장 높게 나옴(그 다음은 읽기, 듣기 순).
· 주제의 학습자 수준에 적합성에‘그렇다’에 29.4%로 낮게 나옴
· 어휘의 학습자 수준, 제시방법에서의 적합성에서‘보통이다’가 각각 47.1%, 64.7%로 나옴.
· 문법의 학습자 수준, 제시방법에서의 적합성에서‘보통이다’가 각각 48.5%, 47.1%로 나옴.
· 발음/억양의 학습자수준, 제시방법에서의 적합성에서‘보통이다’가 각각 61.8%, 64.7%로 나옴.
· 문화영역의 학습자 수준, 제시방법, 실생활과의 연광성에 대산 적합성에서는 ‘41.2%, 55.9%, 47.1%’로 낮게 나오거나
당양하게 나옴.
· 평가의 학습내용 반영여부와 내용과 방법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각각 ‘그렇다’가 45.5%, 54.5%로 나옴
· 연습과 활동측면에서 적절한 학습내용과 고른 언어기능의 반영여부, 학습자 흥미유발 여부, 난이도를 고려한 제시여부에
서‘그렇다’가 45.5%, 48.5%, 48.5%, 42.4% 로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남.
·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언어기능은 쓰기(82.9%)가 가장 높음
· 언어재료에 대해서는 조사(48.6%)를 시작으로 문법(42.9%)과 어휘(34.3%), 어미(22.9%) 순으로 결과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었음
· 어려움의 유무에 대해서는‘어느 정도 있다’‘있다’,‘보통이다’모두를 반영하면 거의 72 % 정도의 교사들은‘학습자들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중점을 두어야 할 언어기능으로 말하기에 71.4%로 높게 나타남.
· 보완될 언어기능과 학습내용에서는 문화가 48.6%로 가장 높은
(기타로는 어휘 45.7%, 주제 어휘와 억양 37.1%. 문법이 17.1% 로 나타남).

개방형 응답 개선사항 - 교재 2
· 학습자들의 다양한 진로에 따른 현실적 요구(진학, 국적취득, 학력인증, 취업 등)를 반영하여 다양한 영역별 상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기
· 즉 학습자들의 연령/흥미/정서적 측면에 맞고 생활전반을 고려한 일상과 학교, 또래문화에 쉽게 익숙해지고 사회생활 적응뿐
아니라 향후 미래 설계에도 도움 되도록 교재의 다양 한 예시와 실제적인 내용(어휘, 문화 항목) 등을 선정하고 설계하기
· 학습자의 다양한 진로와 수준에 맞는 어휘의 난이도와 흥미를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그 상황에 맞는 활동(과제) 과 연습문제 등으로 구성하고 목표의식과 동기를 부여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교수 및
교실수업
실행

실태

· 교실수업 실행은 한국어 교사 74.3%가 담당하고 있었고, 이외 실제적으로 일반학생과 별도 수업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55.9%이었음.
· 방과 후나 특별학급에서의 비율도 높을 것으로 보아 현재 중도입국 학습자의 교실수업은 별도로 진행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 현재진행중인 수업 시수는 보통 2-4시간이 45.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45.7%)나 그렇다(28.6%)와 같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런데 실제 사용교재가 다른 교재 참고 비율이‘그렇다’에 80% 나타났기에 KSL에 대한 수업진행에 있어서의 응답이
아닌 것이 유추 가능하겠음(참고로 다른 교재 사용응답자수가 기타 9명에서 서강대 교재는 3명, 서울대 교재는 2명,
기탄국어 등은 1명으로 다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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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만족도

요구

· 수업시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보통이다가 50%와 ‘보통이다’에 41.2%로 다소 높게 나타남.
· 적당한 수업기간에 대한 요구도는 1년이 51.5%, 2년이 27.3%으로 나타남.
· 적당한 수업형태도 숙달도별 분리수업에 74.3%에 높게 나타나고 이중 언어 강사와의 협동수업은 28.6%로 높게
나타나지 않음
· 적합한 교수- 교실수업방식에 대해서는 발표와 글쓰기가 67.7%로 가장 높게 나타남(이외 체험 현장학습 45.7%,
시청각 학습 45.7%, 토론 프로젝트 수업 34.3%으로 모두 높게 나타남).
· 중도입국 대상 한국어강사의 자격으로는 대졸이 적합다고 보는 비율이 71.4% 가장 높았음.
· 적당한 수업시수는 다양하게 나타났음(10시간-14시간: 34.3%, 5-9시간이 34.3.%, 15시간 이상이31.4%, 2-4시간이
2.9%로 나타남)
개방형 응답 개선사항 -교수 및 교실실행 방안 관련 3

･학습자 참여유도와 동료 또래 간의 관계의 형성을 돕기 위한 모둠별(협동) 수업과 놀이와 같은 활동을 개발하기
･집합교육과 개별교육의 동시운영과 다른 모국어와 문화, 한국어 숙달도를 함께 배려하기 위한 이중 언어 강사의 도움 활용과
다양한 활동 등을 시도하기
･수준별 분리 수업에서 보다 활발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모둠 쓰기/말하기 수업의 진행 등으로 실제 사회 적응과 학업 성취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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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전체 주제목록 통합(1-3단계) 순위 정렬표
순위

주제

평균

표준편차

단계명
(1-3단계)

순위

주제

평균

표준편차

단계명
(1-3단계)

1
2
3

대인관계
인권
취업(고용)

4.26
4.17
4.17

0.826
0.844
0.879

1
3
1

45
46
47

요리
풍습
한국의 명소와 유적지

3.73
3.72
3.72

0.914
0.829
0.919

1
3
3

4
5
6

예절
법과 질서
가정생활

4.15
4.14
4.11

0.858
0.857
0.840

3
1
2

48
49
50

대중문화
집안일
의생활

3.72
3.70
3.70

0.832
0.908
0.859

2
2
2

7
8
9

가치관
생활문화
환경

4.07
4.07
4.07

0.847
0.843
0.836

1
1
1

51
52
53

초대
노사
지리

3.69
3.67
3.67

0.880
0.967
0.881

1
3
3

10
11
12

여성
문화
식생활

4.02
4.02
3.99

0.918
0.835
0.869

3
1
2

54
55
56

기업
인물
행사(축제)

3.66
3.65
3.65

0.922
0.850
0.900

3
1
1

13
14
15

집/주생활
경제
직장생활

3.99
3.98
3.98

0.858
0.854
0.883

1
1
1

57
58
59

동식물
지방자치
분실

3.63
3.63
3.62

0.946
0.886
0.903

3
3
1

16
17
18

소비자와 소비생활
병원
체험

3.97
3.96
3.96

0.847
0.906
0.878

1
1
1

60
61
62

농업
통일
영화

3.61
3.61
3.61

0.883
0.981
0.943

3
3
1

20
21
22

문화차이
윤리
통신

3.94
3.94
3.91

0.931
0.870
0.875

3
3
1

63
64
64

인구변화
발견/발명
남북관계/문제

3.60
3.59
3.59

0.927
0.947
1.026

3
3
3

23
24
25

의료정책
생활정보
사회현상

3.91
3.90
3.90

0.892
0.813
0.836

1
2
3

65
66
67

투자
경기
프로젝트

3.59
3.57
3.57

0.937
0.912
0.955

3
3
3

26
27
28

화법
공공장소(시설, 기관)
안보

3.89
3.89
3.87

0.864
0.852
0.937

3
1
3

68
69
70

이민생활
정치
방문

3.57
3.56
3.56

0.919
0.950
0.846

2
1
2

29
30
31

외교
소식과 알림
금융(은행)

3.86
3.84
3.84

0.868
0.821
0.873

3
2
1

72
73
74

역사
군사
신문/언론

3.53
3.52
3.52

0.930
1.041
0.942

1
3
1

32
33
34

복지
견학
절약

3.83
3.83
3.83

0.887
0.886
0.891

3
1
2

75
76
77

사교육
이사
선거

3.52
3.51
3.50

0.943
0.825
0.907

3
2
1

35
36
37

육아
운동
정보통신

3.80
3.79
3.79

0.994
0.893
0.848

3
1
1

78
79
80

시민단체
난민
철학

3.50
3.49
3.46

0.871
0.894
0.990

3
2
3

38
39
40

인문
기술
전통(문화)

3.79
3.79
3.78

0.846
0.944
0.867

3
3
1

81
82
83

국회
병역(군대)
방송

3.44
3.43
3.40

0.911
1.000
0.893

3
3
1

41
42
43

국제
지역사회
어원

3.77
3.76
3.74

0.890
0.864
0.905

3
1
3

84
85
86

이웃
드라마
종교

3.35
3.34
3.12

0.772
0.988
1.092

2
2
1

44

노인문제

3.74

0.86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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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중도입국 한국어 학습자 대상의 통합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에
대한 토론문
오현진(조선대학교)

연구는 중도입국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교육과정 및 방법, 평가 등 전반적인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검
토하고 학습자의 특수성과 실태,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요구 분석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이 중
도입국 한국어 학습자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단계
별로 다각화된 요구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중도입국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고
려해야 할 점들을 추출하였습니다.
오랜 연구와 고민으로 만들어진 논문을 짧은 시간, 부족한 지식으로 읽으면서 들었던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중도입국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통합적 교육과정 개발’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이에 ‘중도입국 한국어 학습자’의 특수성 및 수준, 흥미를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도입국 한
국어 학습자’의 개념 및 범주 규정이 중요할 듯합니다.

․ 성인 진입 직전의 연령대인 중도입국 학습자의 진로와 흥미가 고려된 요구와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합적 교육과정
을 개발하고자… - 3쪽
․ 중도입국 학습자의 학업성취 격차 해소에 가장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있음을… - 6쪽
․ 성인 진입 직전의 과도기적 교육 선상에 놓인 중도입국 학습자를 위해서는... -9쪽

중도입국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는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계기나 그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 초기 한국어 학습 과정 및 소
실 정도, 외국에서의 한국어 학습 경험, 한국이나 한국어에 대한 호감 정도, 살았던 곳의 언어 환경이나 사회문화적 요인
등과 같이 연구자께서 12쪽에서 언급하신 언어적, 인지적, 정의적 특성들 역시 한국어 수준이나 학습자의 연령이나 학년
이외의 개별적 요소로 훨씬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짐작됩니다.
연구자께서 생각하시는 ‘중도입국 한국어 학습자’의 범주는 무엇이며, KSL 교육과정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대상자들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들만이 가지는 언어적, 인지적, 정의적 특성은 무엇이며, 통합적 교육과정
에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은 무엇이 있나요?
더불어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 적응과 그들 심정과 입장 등을 표현하기’ 이외에 중도입국 한국어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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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이나 ‘사적 영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통합적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는 무엇이며, 왜 하필 ‘중도입국 한국어 학습자’에게 이와 같은 통합적 교육과정이 필
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육과정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공통참조기준
(CEFR)과 KSL 교육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타 교육과정 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교육 방향 및 내용을 추출
하였습니다. 물론 중도입국 한국어 학습자를 둘러싼 다양한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은 학습 대상,
교육 대상 언어, 교육 목표나 지향점, 교육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원리’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에 대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대한 연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드리는 우문들이라 송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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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듣기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간접적 전략 사용 양상 연구
-KSL과 KFL 학습자 대비를 통해진성(영남대학교)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어 듣기에서 KSL 중급 학습자1)와 KFL 중급 학습자2)의 간접적인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양상을
비교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살핀 것이다. 간접적인 전략에 대한 사용 빈도의 차이를 분석하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전략
에서 차이가 일어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학습 전략은 외국어를 학습할 때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이해하고 저장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사용
하는 구체적인 계획 및 조치, 인지적 활동을 의미한다.(Oxford, 1990; Brown, 2000). 외국어 학습 전략은 직접적인 전략
과 간접적인 전략으로 나뉘어 있다. 직접 관련이 있는 직접 전략과 학습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간접 전략으로 나뉘고
직접 전략으로 기억 전략, 인지 전략, 보상 전략으로, 간접 전략으로 초인지 전략, 정의적 전략, 사회적 전략을 제시하여
총 6개의 전략으로 나뉜다.3)
많은 연구 논문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듣기 연습할 때 직접적인 듣기 전략을 의식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간접적 전략에 대한 연구가 직접적 듣기 전략만큼 중시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학습 현장에서는 학습자가 간접적인 듣기
전략에 대해 모르거나, 알아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종종 있다. 학습자들이 직접적인 듣기 전략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듣기 시험 대비, 언어 등급 시험 대비를 위해서이다. 직접적인 전략이 간접적인 전략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초급부터 직접적인 듣기 전략을 능숙하게 사용하도록 연습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반면 간접적인 전략은 직접적 전략에 비해 학습 현장에서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소홀히 되어
버릴 수 있다.
실제 생활 속에서 듣기 활동은 시험을 보는 상황과 다르다. 실제 의사소통 차원에서 보면 간접적인 듣기 전략을 잘 활
용할 수 있으면 듣기에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된다. 즉 초급부터 직접적인 듣기 전략만 집중적으로 연습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듣기 전략도 중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간접적인 듣기 전략을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면 듣
기 연습과 의사소통할 때 더 자연스럽게 더 자신 있게 듣기를 진행할 수 있다. 사회적 전략은 일상생활에서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강의 듣기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간접적인 전략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1)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를 KSL으로 표시한다.
2) 본 논문에서는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를 KFL으로 표시한다.
3) 비슷한 시기의 O'Malley & Chamot(1990)은 학습 전략을 초인지 전략, 인지 전략, 사회•정의 전략 3가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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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간접적인 전략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간접적인 듣기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2. 선행 연구
한국어 교육에서 듣기 교육 연구는 김은정(2002)의 듣기 전략 훈련 효과에 관한 연구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신
선경(2013)은 KSL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듣기 전략의 사용에 대해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한수민(2012)
은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전략의 사용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들
을 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조사하고 듣기 숙달도에 따른 상위 학습자 집단과 하위 학습자 집단이 사용하는 전
략의 차이를 밝혔다.
듣기 전략과 관련된 논문은 대부분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연구된 것이다. 중국에 있는 KFL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한 배윤경(2015)은 중국 대학 한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의 모국어 듣기와 한국어 듣기의
전략 사용 양상을 비교하고 듣기 수업을 통해 학습자들이 듣기 전략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필요한 전략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전략을 어떻게 교수-학습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언하였다.
또한 한국인과 외국인 간 강의 듣기 전략의 사용 양상을 대조한 연구가 있다. 한국어 교재를 연구한 이시윤(2015)은
한국어 통합 교재를 이용해서 교재 내 듣기 활동의 듣기 세부 기술에 대해 분석하였다. 듣기 전략 중, 특정 듣기 전략을
이용해서 한국어 학습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송지영(2016)이 연구하였다.
그러나 연구 대상에서 KSL 학습자와 KFL 학습자를 대상으로 듣기 전략에 대한 대조 연구는 한 편뿐이다. 곽춘려
(2017)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KSL 환경과 KFL 환경에서 숙달도에 따른 한국어 듣기 전략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어 듣기 전략 중에서 한국어 학습 환경에 따른 전략 사용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정의적 전략 요인,
사회적 전략요인으로 나타났다. KFL 학습자들의 경우 KSL 학습자들에 비해 듣기 활동을 수행할 때 정의적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 반면에 KSL 학습자가 KFL 학습자보다 사회적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말하였다. 연구를 통해 중국인 학
습자지만 언어 환경에 따라서 학습 전략의 사용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2.1. 연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어 능력 시험 중급(3급, 4급)인 KSL 학습자와 KFL 학습자에게 중국
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에는 아래 <표 1>과 같이 직접적 전략과 간접적 전략이 같이
들어 있다. 조사 대상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묻는 항목은 6개고 직접적인 전략의 항목은 26개 중 기억 전략의 항목은 10
개, 인지 전략의 항목은 14개, 보상적 전략의 항목은 2개이다. 간접적인 전략의 항목 27개 중에서 초인지 전략의 항목은
11개, 정의적 전략의 항목은 10개, 사회적 전략의 항목은 6개이다. 설문지의 항목은 총 5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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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설문지 예시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자주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7. 새 내용을 들으면 공책에 문장을 적고 단어, 문법 항목별로 분류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8. 화자의 말을 듣는 동시에 단어, 내용을 모를 때 이미 아는 내용과 연결해서 내용을
연상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9. 기억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어 정보를 기억 속에 이미 알고 있는 개념과 연관 짓는다.

➀

➁

➂

➃

➄

➅

10. 들을 때 화자의 어휘, 문법, 화행에 대해서 주의 집중한다. 들을 때 화자가 말하는
내용, 이해하기 위주로 주의집중하다.

➀

➁

➂

➃

➄

➅

⋮

⋮

⋮

⋮

⋮

⋮

⋮

59. 의도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특정 사람들의 사고와 느낌의 변동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다. 화자가 말하는 말의 깊은 뜻은 충분히 이해한다. 표면상의 뜻이
아니고 깊은 뜻까지 인식한다.

➀

➁

➂

➃

➄

➅

설문 항목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은 듣기 학습 전략의 간접적인 전략이나 직접적인 전략을 함께 살핌으로써 직접적 전략과 간
접적 전략을 대조 분석하고 KSL과 KFL 학습자의 사용 양상 및 사용 빈도를 확인하려고 한다. 이에 학습자가 응답 시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직접적 전략과 간접적 전략의 항목을 혼합하여 설문지를 만들었다. 두 집단의 학습자들은 학
습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실제 상황을 회상하며 자기와 제일 맞는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학습 전략 사용 양상에 대해 조사한 설문 자료의 처리와 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23.0을 사용하였다. 두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증을 했
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어 능력의 측정 기준은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등급이다. 이를 위해 KSL 중급 학습자와
KFL 중급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략의 사용 차이가 비교적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중급 학습자를 선정했
다. 조사된 중국인 학습자가 40명인데 KSL 중급 학습자 20명과 KFL 중급 학습자 20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 조사 학습자의 수
KSL 학습자

KFL 학습자

20명

20명

3급

4급

3급

4급

6명

14명

4명

16명

KFL 중급 학습자는 중국 현지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부 학생이다. 이 학습자들은 중국어 대학교에서 평균
2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TOPIK 시험 중급을 통과한 학생들이다. 한편, KSL 중급 학습자는 한국에서 어학원이나 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KFL과 마찬가지로 TOPIK 시험 중급을 통과한 학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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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 학습 전략의 전략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학습 전략의 사용 차이를 연구하기 위해 여섯 가지의
하위 전략을 모두 사용하고자 한다. 학습 전략 중 본 논문에서 살핀 직접적인 전략에는 기억 전략, 인지 전략, 보상 전략,
간접적인 전략에는 초인지 전략, 정의적 전략, 사회적 전략이 있다. 이 가운데 간접 전략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 연구에
서 간접적 전략은 다음 27개이다.

<표 3> 간접적 전략의 세부 내용
제목
1. 전체를 보고 이미 아는 내용과 연결하기
2. 주의집중하기
3. 주의집중하기
4. 언어학습에 대해 알아보기
초인지
전략

5. 조직하기
6. 목적과 목표 세우기
7. 언어과제의 목적 파악하기
8. 언어 과제수행을 위한 계획짜기
9. 연습 기회 찾기
10. 자기 모니터하기
11. 자기 평가하기
1. 점진적인 긴장완화, 심호흡, 명상 이용하기
2. 음악 이용하기

간접적 전략

3. 웃음 이용하기
4. 긍정적인 말하기
정의적
전략

5. 지혜롭게 모험하기
6. 스스로 보상하기
7. 자기 몸에 귀기울이기
8. 체크리스트 이용하기
9. 언어 학습 일기 쓰기
10. 다른 사람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 토론하기
1. 명확성 또는 확인을 요청하기
2. 명확성 또는 확인을 요청하기

사회적
전략

3. 또래와 협력하기
4. 능숙한 외국어 사용자와 협력하기
5. 문화 이해력 기르기
6.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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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분석
3.1. 한국어 듣기 간접적 전략 사용과 학습 환경의 관계
3.1.1. KSL 환경에서 3급과 4급 학습자의 차이
<표 4> KSL 환경에서 3급과 4급의 간접적인 전략 평균값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차이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초인지 전략평균

등분산을 가정함

2.706

.117

-2.266

18

.036

-.83167

.36706

-1.60283 -.06050

정의적 전략평균

등분산을 가정함

4.446

.049

-1.076

18

.296

-.50238

.46669

-1.48286

.47809

사회적 전략평균

등분산을 가정함

.652

.430

-2.882

18

.010

-.93667

.32499

-1.61945

-.25388

<표 4>를 보면 KSL 환경에서 3급과 4급 학습자의 간접적인 전략에서 초인지 전략과 사회적 전략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그러나 정의적 전략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test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KSL 환경에서의 3급과 4급 학습자의 간접적 전략 사용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다.
간접적 전략에서 초인지적 전략과 사회적 전략의 유의 확률4)은 P＜0.05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초인지적 전
략의 평균 수치는 P=0.036이라서 P<0.05보다 작으므로 3급과 4급의 학습자가 초인지적 전략의 사용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적 전략의 평균 수치는 P=0.010가 P<0.05보다 적어서 3급과 4급의 사용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중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초인지 전략과 사회적 전략의 사용 차이를 보면 KSL 환경에서 4급 학습자가 3급 학습
자보다 이 두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 분석 결과는 김윤희(2011)가 논한 바 ‘상위학습자가 하위학습자에 비하여 초인
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와 같다. 그리고 량성애(2016)의 “구어 영역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일
어남에 따라 사회적 전략의 사용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의 결과와도 같다. 이 연구들의 결과는 본 논문
에 나타난 결과를 증명할 수 있다.
정의적 전략의 유의 확률은 P=0.296이라서 P＞0.05이므로 KSL 환경에서 3급과 4급 학습자가 정의적 전략의 사용 양
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 김윤희(2011)에서도 “정의적 전략은 상위학습자
와 하위학습자의 차이가 거의 없이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였다. KSL 환경에서 4급과 3급 학습자는 정의적 전
략의 사용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4) SPSS 독립표본 t-검증은 등분산을 가정함에 있는 행의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이 0.05보다 크면, 두 집단의 분산이 동질적이라는 등
분산이 가정되므로 이 행의 t값과 유의 확률로 본다. 즉, 유의 확률은 P<0.05라면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유
의 확률은 P>0.05라면 두 집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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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KSL의 3급과 4급에서의 차이점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차이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4.013

.060

-3.795

18

.001

-1.33333

.35136

-2.07152 -.59514

하한

상한

초인지 전략 1 (8)

등분산을 가정함

사회적 전략 4 (56)

등분산을 가정함

.027

.872

-2.741

18

.013

-1.38095

.50383

-2.43945 -.32245

사회적 전략 5 (58)

등분산을 가정함

11.417

.003

-2.631

18

.017

-1.66667

.63343

-2.99746 -.33588

사회적 전략 6 (59)

등분산을 가정함

4.838

.041

-2.867

18

.010

-1.47619

.51496

-2.55807 -.39431

그런데 KSL 환경의 3급과 4급 학습자에게서 몇 가지 차이점이 나타난다. <표 5>를 보면 KSL 환경에서 3급과 4급의
학습자들이 ‘전체를 보고 이미 아는 내용과 연결하기’(초인지 1)와 ‘능숙한 외국어 사용자와 협력하기’(사회적 4), ‘문화
이해력 기르기’(사회적 5),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기’(사회적 6)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
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인지 전략 중에서 “[설문8] 화자의 말을 듣는 동시에 단어, 내용을 모를 때 이미 아는 내용과 연결해서 내용을
연상한다.”(초인지 1)의 유의 확률은 P=0.01이다. ‘전체를 보고 이미 아는 내용과 연결하기’(초인지 1)의 유의 확률은
P<0.05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둘째, 사회적 전략에서는 “[설문56] 한국어를 잘하는 선배나 한국인과 연습한다. 능숙한 사용자의 듣기 방법, 몸짓, 얼
굴표정 등 같은 자연스런 피드백을 관찰한다.”(사회적 4)의 유의 확률은 P=0.013이다. “[설문58] 수업 활동에 문화권의
차이점에 대해 짧은 문화적 토론을 한다. 듣기를 연습하기 전에 이 듣기 내용에 특정한 문화 내용을 미리 파악한다.”(사
회적 5)의 유의 확률은 P=0.017이다. “[설문59] 의도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특정 사람들의 사고와 느낌의 변동
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다. 화자가 말하는 말의 깊은 뜻은 충분히 이해한다. 표면상의 뜻이 아니고 깊은 뜻까지 인식한
다.”(사회적 6)의 유의 확률은 P=0.01이다. 이 전략들의 유의 확률은 P<0.05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T-test분석을 통해 KSL 환경에서 4급 학습자는 3급 학습자보다 초인지적 전략에서는 ‘전체를 보고 이미 아는 내용과
연결하기’(초인지 1)를 더 많이 사용했다. 같은 언어 환경에서도 4급 학습자가 3급 학습자보다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듣
기 내용을 푸는 능력이 뛰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KSL 환경에서 4급 학습자가 3급 학습자보다 사회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KSL 환경에
서도 4급 학습자는 3급 학습자보다 더 쉽고 익숙하게 사회적 전략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평소에 듣기 연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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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 환경의 학습자는 간접적 전략의 사회적 전략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많은 연습을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이 빨
리 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1.2. KFL 환경에서 3급과 4급 학습자의 차이
<표 6> KFL 환경에서 3급과 4급의 간접적인 전략 평균값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차이

차이의
표준오차

.957

-.596

18

.559

-.24938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41867

-1.12896

.63021

초인지 전략평균

등분산을 가정함

.003

정의적 전략평균

등분산을 가정함

.656

.429

-.751

18

.462

-.31875

.42419

-1.20994

.57244

사회적 전략평균

등분산을 가정함

.346

.564

.023

18

.982

.01250

.54337

-1.12907

1.15407

KFL 환경에서 TOPIK 시험 3급 학습자와 4급 학습자의 간접적 전략 사용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다. <표 6>을
통해 두 집단은 간접적인 전략 사용에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간접적 전략 중 초인지적 전략, 정의적 전략과 사회적 전략의 유의 확률은 P>0.05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초인지적 전략의 평균 수치는 P=0.559, 정의적 전략의 평균 수치 P=0.462, 사회적 전략의 평균
수치는 P=0.982이며 이는 모든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KFL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습자는 간접적 전략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KFL 학습자가
주로 진학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한 데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간접적인 듣기 전략은 학습 현장에서만 사용할 뿐
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그러나 KFL 학습자는 한국어가 일상생활의 필수 언어가 아니라서
학습자가 간접적인 듣기 전략을 수업 중에 훈련하지 않은 결과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를 통해 KFL 3급과 4급 학습자들의 간접적인 전략 사용 양상에 대하여 KSL과 KFL의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KSL
환경에서 4급 학습자가 3급 학습자보다 간접적인 전략 중의 ‘전체를 보고 이미 아는 내용과 연결하기’(초인지 1), ‘능숙한
외국어 사용자와 협력하기’(사회적 4), ‘문화 이해력 기르기’(사회적 5),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기’(사회적 6)
를 많이 사용했다. KSL 학습자들이 한국어 능력을 올라갈수록 간접적인 전략에 대해 더 많이 사용하지만 KFL 환경에서
3급 학습자와 4급 학습자 간에 간접적인 전략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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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KSL 학습자와 KFL 학습자간의 간접적 전략 사용의 관계
3.2.1. KSL과 KFL 중급 학습자 비교
<표 7> KSL과 KFL 중급 학습자의 간접적인 전략 평균값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차이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초인지 전략평균

등분산을 가정함

.191

.665

.206

38

.838

.05100

.24808

-.45121

.55321

정의적 전략평균

등분산을 가정함

1.728

.197

.661

38

.513

.18000

.27249

-.37162

.73162

사회적 전략평균

등분산을 가정함

.731

.398

1.762

38

.086

.48400

.27471

-.07212

1.04012

<표 7>을 보면 KSL 중급 학습자와 KFL 중급 학습자간의 간접적 전략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에서 초인지 전략의 유의 확률은 P=0.838이고 정의적 전략의 유의 확률은 P=0.513이고 사회적 전략의 유의 확률은
P=0.086이다. 이 모든 전략의 유의 확률은 P>0.05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KSL 중급 학습자
와 KFL 중급 학습자 간에 간접적 전략 사용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표 8>을 살펴보면 세부적인 간접 전략
의 사용 양상에서는 일정 부분 KSL 중급 학습자와 KFL 중급 학습자 사이에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8> KSL과 KFL 중급에서의 차이점
Levene의 등분산 검정
F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차이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초인지 전략 5. (16) 등분산을 가정함

3.210

.081

-2.792

38

.008

-1.05000

.37609

-1.81136

-.28864

정의적 전략 8. (44) 등분산을 가정함

8.738

.005

3.244

38

.002

1.15000

.35448

.43239

1.86761

사회적 전략 2. (52) 등분산을 가정함

2.771

.104

2.081

38

.044

.70000

.33639

.01902

1.38098

사회적 전략 3. (54) 등분산을 가정함

3.353

.075

2.802

38

.008

1.00000

.35689

.27752

1.72248

사회적 전략 4. (56) 등분산을 가정함

2.125

.153

2.053

38

.047

.90000

.43830

.01271

1.7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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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을 보면 KSL과 KFL 중급 학습자는 초인지 전략 중에서‘조직하기’(초인지 5), 정의적 전략 중에서 ‘체크리스트
이용하기’(정의적 8), 사회적 전략 중에서 ‘명확성 또는 확인을 요청하기’(사회적 2), ‘또래와 협력하기’(사회적 3), ‘능숙한
외국어 사용자와 협력하기’(사회적 4)에 대해 사용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인지 전략에서 “[설문16] 듣기 연습하기 전에 듣기 환경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의식적으로 주의하고 인위적으로
조직한다.”(초인지 5)의 유의 확률은 P=0.008이 P<0.05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KFL 중급 학습자가 KSL 중급 학
습자보다 이 전략을 더 많이 사용했다. KFL 학습자들의 듣기 환경에 대해 교육적 관심을 둘 필요 있다고 본다.
둘째, 정의적 전략 중의 “[설문44] 매일 또는 며칠에 한 번씩 듣기 학습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며 자신의 감정
변화를 기록한다.”(정의적 8)는 유의 확률 P=0.002이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KSL 중급 학습자가 KFL 중급 학습
자보다 이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 Chamont, Kupper(1989)는 듣기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들은 의미 전반에 대한 스스
로의 이해 정도를 더 많이 점검하고, 자신이 가진 선행 지식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KSL 학
습자들이 KFL 중급 학습자보다 ‘체크리스트 이용하기’(정의적 8)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전략에서 “[설문52] 화자에게 천천히 말하기, 풀어 말하기, 반복하기 등 명확하게 해주기를 요청한다.”(사
회적 2)의 유의 확률은 P=0.044이다. “[설문54] 다른 학습자와 함께 듣기 연습한다.”(사회적 3)의 유의 확률은 P=0.008이
다. “[설문56] 한국어를 잘하는 선배나 한국인과 연습한다. 능숙한 사용자의 듣기 방법, 몸짓, 얼굴표정 등 같은 자연스런
피드백을 관찰한다.”(사회적 4)의 유의 확률은 P=0.047이다. 이 세 항목의 유의 확률이 다 P<0.05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KSL 중급 학습자가 KFL 중급 학습자보다 사회적 전략 중 ‘명확성 또는 확인을 요청하기’(사회적 2), ‘또래와 협
력하기’(사회적 3), ‘능숙한 외국어 사용자와 협력하기’(사회적 4)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곽춘려(2017)에서
는 “한국에 있는 학습자들이 중국에서의 학습자들보다 친구 간의 협력, 다른 사람이나 선생님에게 요청과 도움을 구하는
사회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다”고 했다. 이러한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KSL 중급 학습자가 KFL 중급 학습
자보다 사회적 전략을 많이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SL 학습자가 처한 언어 환경 때문에 시험 대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도 의사소통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KFL 학습자보다 사회적 전략을 회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3.2.2. KSL과 KFL의 3급 학습자 비교

<표 9> KSL과 KFL의 3급 학습자의 간접적인 전략 평균값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차이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초인지 전략평균

등분산을 가정함

1.559

.247

-.831

8

.430

-.33167

.39931

-1.25249

.58915

정의적 전략평균

등분산을 가정함

.106

.753

.265

8

.798

.08333

.31485

-.64272

.80938

사회적 전략평균

등분산을 가정함

.009

.927

-.349

8

.736

-.18167

.52058

-1.38213

1.01879

<표 9>를 보면 KSL과 KFL 3급 학습자는 간접적인 전략의 사용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표본 t-검증 방법을 이용해서 두 집단의 차이를 확인했다. 초인지적 전략의 유의 확률은 P=0.43이고 정의적 전략

230
의 유의 확률은 P=0.798 및 사회적 전략의 유의 확률은 P=0.736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초인지적 전략, 정의적 전략과 사
회적 전략의 평균 수치가 유의 확률 P>0.05라서 KSL과 KFL3급 학습자 간에 간접적인 듣기 전략의 사용 양상에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표 10>을 살펴보면 세부적인 간접 전략의 사용 양상에서는 일정 부분 KSL과 KFL 3급
학습자 사이에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10> KSL과 KFL 3급에서의 차이점
Levene의 등분산 검정
F

유의 확률

초인지 전략 4. (14) 등분산을 가정함

4.919

초인지 전략 5. (16) 등분산을 가정함

.094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유의 확률
(양측)

t

자유도

평균차이

.057

-3.279

8

.011

-1.41667

.767

-2.609

8

.031

-1.66667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43201

-2.41288

-.42045

.63874

-3.13960

-.19373

<표 10>을 보면 KSL과 KFL 3급 학습자 간에 초인지 전략에서 ‘언어학습에 대해 알아보기’(초인지 전략 4)와 ‘조직하
기’(초인지 5)의 사용 양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인지 전략에서 “[설문14] 수업시간에 듣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다.”(초
인지 4)의 유의 확률은 P=0.011이다. 유의 확률이 P<0.05보다 적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KSL 3급 학습자들
에 비해 KFL 3급 학습자들이 ‘언어학습에 대해 알아보기’(초인지 4)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초인지 전략에서 “[설문16] 듣기 연습하기 전에 듣기 환경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의식적으로 주의하고 인위적으로
조직한다.”(초인지 5)의 유의 확률은 P=0.031이라서 유의 확률 P<0.05보다 적어서 이 전략의 사용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조직하기’(초인지 5)에 대해 KSL 3급 학습자들에 비해 KFL 3급 학습자들이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
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KFL 환경 안에서는 동일한 모국어를 가진 한국어 학습자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KSL 상황에서는 메타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모국어가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공부할 때
사용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언어학습에 대해 알아보기’(초인지 4)처럼 교실 수업에서 사용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KFL 3급 학습자가 KSL 3급 학습자보다 ‘언어학습에 대해 알아보기’(초인지 4)를 더 많이 사용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KFL 학습자들이 초인지적 전략에서 ‘조직하기’(초인지 5)를 KSL 학습자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 그 이유는 KSL
학습자들이 수업 환경에서만 듣기 연습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듣기 연습과 훈련이 자연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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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때문에 KSL 학습자가 일상생활 환경에서 듣기 연습하는 것이 이미 적응된 상태가 되었으니 ‘조직하기’(초인지 5)는
사용하지 않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

3.2.3. KSL과 KFL의 4급 학습자 비교
<표 11> KSL과 KFL 4급 학습자의 간접적인 전략 평균값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차이

차이의
표준오차

.873

28

.390

.25062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28700

-.33727

.83852

초인지 전략평균

등분산을 가정함

.320

.576

정의적 전략평균

등분산을 가정함

2.588

.119

.773

28

.446

.26696

.34529

-.44034

.97427

사회적 전략평균

등분산을 가정함

2.672

.113

2.495

28

.019

.76750

.30765

.13731

1.39769

<표 11>을 보면 KSL과 KFL 4급 학습자가 초인지 전략과 정의적 전략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
회적 전략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 11>을 보면 초인지 전략의 유의평균 수치는 P=0.39이고 정의적 전략의 유의평균 수치는 P=0.446이다. 초인
지 전략과 정의적 전략의 유의 평균 수치는 P>0.05라서 KSL과 KFL 4급 학습자 간에 간접적 전략에서 초인지 전략과 정
의적 전략의 사용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KSL과 KFL 4급 학습자는 초인지 전략과 정의적 전략을 사용
하지 않았다.
둘째, 사회적 전략의 유의 평균 수치는 P=0.019가 P<0.05보다 적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KSL과 KFL 4급 학습자 간에 간접적 전략에서 사회적 전략의 사용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KSL 4급 학습
자가 KFL 4급 학습자에 비해 사회적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위 3.2.1.에서 살핀 것과 동일하게
KSL학습자가 KFL 학습자보다 사회적 전략을 더 많이 사용했다.

<표 12> KSL과 KFL 4급에서의 차이점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측)

평균차이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정의적 전략 8. (44)

등분산을 가정함

8.825

.006

2.434

28

.022

1.05357

.43289

.16683

1.94032

사회적 전략 2. (52)

등분산을 가정함

2.689

.112

2.311

28

.028

.86607

.37478

.09836

1.63378

사회적 전략 3. (54)

등분산을 가정함

3.381

.077

2.464

28

.020

1.02679

.41666

.17330

1.88027

사회적 전략 4. (56)

등분산을 가정함

6.536

.016

2.483

28

.019

1.27679

.51428

.22333

2.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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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를 보면 KSL과 KFL 4급 학습자 간에 정의적 전략에 ‘체크리스트 이용하기’(정의적 8)와 사회적 전략에서 ‘명
확성 또는 확인을 요청하기’(사회적 2), ‘또래와 협력하기’(사회적 3), ‘능숙한 외국어 사용자와 협력하기’(사회적 4)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 12>에 정의적 전략에서 “[설문44] 매일 또는 며칠에 한 번씩 듣기 학습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며 자신
의 감정 변화를 기록한다.”(정의적 8)의 유의 확률은 P=0.022가 P<0.05이다. 즉, 분석 결과를 보면 KSL과 KFL 4급 학습
자 간에 간접적 전략에서 초인지 전략의 ‘체크리스트 이용하기’(초인지 8)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KSL 4급 학습자가 KFL 4급 학습자보다 ‘체크리스트 이용하기’(초인지 8)를 더 많이 사용한다.
둘째, 사회적 전략에서 “[설문52] 화자에게 천천히 말하기, 풀어 말하기, 반복하기 등 명확하게 해 주기를 요청한다.”
(사회적 2)의 유의 확률은 P=0.028이고 “[설문54] 다른 학습자와 함께 듣기 연습한다.”(사회적 3)의 유의 확률은 P=0.02
이고 “[설문56] 한국어를 잘하는 선배나 한국인과 연습한다. 능숙한 사용자의 듣기 방법, 몸짓, 얼굴표정 등 같은 자연스
런 피드백을 관찰한다.”(사회적 4)의 유의 확률은 P=0.019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는 KSL 학습자가 처한 환경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KSL 학습자들이
KFL 학습자들보다 듣기의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해 간접적인 전략에서 사회적 전략의 ‘명확성 또는 확인을 요청하기’(사
회적 2), ‘또래와 협력하기’(사회적 3), ‘능숙한 외국어 사용자와 협력하기’(사회적 4)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유창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더 능동적으로 사용한다.

<표 13> KSL과 KFL 학습자들이 간접적 전략의 사용 양상의 차이점
A: KSL의 3급과 4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전략
B: KFL의 3급과 4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전략
C: KSL과 KFL 중급 학습자에게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전략은 초인지 전략
D: KSL과 KFL 3급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전략
E: KSL과 KFL 4급 학습자에게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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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제목
1. 전체를 보고 이미 아는 내용과 연결하기

KSL

등급
KFL

3급

4급

A

A

3급

4급

KSL
3급

4급

KFL
중급

3급

4급

중급

2. 주의집중하기
3. 주의집중하기

초인지
전략

4. 언어학습에 대해 알아보기

D

5. 조직하기

D

D
C

D

C

6. 목적과 목표 세우기
7. 언어과제의 목적 파악하기
8. 언어 과제수행을 위한 계획을 짜기
9. 연습 기회 찾기
10. 자기 모니터하기
11. 자기 평가하기
1.점진적인 긴장완화, 심호흡, 명상 이용하기

간접적
전략

2. 음악 이용하기
3. 웃음 이용하기
4. 긍정적인 말하기
정의적
전략

5. 지혜롭게 모험하기
6. 스스로 보상하기
7. 자기 몸에 귀 기울이기
8. 체크리스트 이용하기

E

C

E

C

E

C

E

C

9. 언어 학습 일기 쓰기
10. 다른 사람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 토론하기
1. 명확성 또는 확인을 요청하기
2. 명확성 또는 확인을 요청하기
사회적
전략

3. 또래와 협력하기
4. 능숙한 외국어 사용자와 협력하기

A

A

5. 문화 이해력 기르기

A

A

6.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기

A

A

E

C

E

C

E

C

E

C

3.3. 분석 결과 및 제언
지금까지 살펴 본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서 이를 한국어 듣기 교육과 관련하여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SL과 KFL 중급 학습자들이 간접적 전략의 사용 양상을 통제로 보면 유의미한 사용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KSL과 KFL 중급 학습자 간에 세부 전략의 사용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초인지 전략에서 KFL 중급 학습자
가 KSL 중급 학습자보다 ‘조직하기’(초인지 5)를 더 많이 사용했다. 그리고 KSL 중급 학습자가 KFL 중급 학습자보다 사
회적 전략에 ‘명확성 또는 확인을 요청하기’(사회적 2), ‘또래와 협력하기’(사회적 3), ‘능숙한 외국어 사용자와 협력하기’
(사회적 4)를 많이 사용했다.
이 결과를 통해 KFL 학습자가 KSL 학습자들보다 ‘조직하기’(초인지 5)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이유가 KFL 학습자들이
듣기 연습하는 환경에 달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KSL 학습자는 환경의 영향력이 초급에서 커서 중급에 이르
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KFL 학습자들이 초급에서 듣기 연습하기 전에 듣기 환경에 대한 ‘조직
하기’에 의지하다가 자연 환경에서 듣기 연습하기로 전환할 수 있으면 듣기 훈련에 대해 더 많이 도움이 된다. 또한 K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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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사회적 전략을 더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더 많은 연습을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이 더 빨리 성장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분석 결과, KSL과 KFL 3급 학습자 간 간접적 전략 사용의 차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초
인지 전략에서 ‘언어학습에 대해 알아보기’(초인지 4)와 ‘조직하기’(초인지 5)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KSL 3급 학습
자들에 비해 KFL 3급 학습자들이 ‘언어학습에 대해 알아보기’(초인지 4)를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조직하기’(초인지
5)에 대해 KSL 3급 학습자들에 비해 KFL 3급 학습자들이 더 많이 사용했다. 즉, KSL 3급 학습자가 KFL 3급 학습자보
다 ‘언어학습에 대해 알아보기’(초인지 4), ‘조직하기’(초인지 5)를 더 많이 사용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KFL 환경 안에서는 동일한 모국어를 가진 한국어 학습자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KSL 상황에서는 메타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모국어가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공부할 때 사
용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언어학습에 대해 알아보기’(초인지 4)처럼 교실 수업할 때 KSL 학습자에 대해 사용
한계가 있다. 그래서 KFL 3급 학습자가 KSL 3급 학습자보다 ‘언어학습에 대해 알아보기’(초인지 4)를 더 많이 사용했다.
또한 KFL 3급 학습자가 KSL 3급 학습자보다 초인지 전략에서 ‘조직하기’(초인지 5)를 더 많이 사용했다. 그 이유는
학습자들이 수업 환경에서만 듣기를 연습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듣기 연습과 훈련이 자연적으로 진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를 통해 유추하자면 KFL과 KSL 학습자가 처하는 듣기 연습의 학습 환경 특수성 때문에 두 집단은
사용하는 간접적인 전략의 세부 내용 역시도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셋째, KSL과 KFL 4급 학습자 간에 간접적 전략 사용의 평균값을 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부
전략을 보면 KSL 4급 학습자가 KFL 4급 학습자보다 정의적 전략에서 ‘체크리스트 이용하기’(정의적 8)와 사회적 전략에
서 ‘명확성 또는 확인을 요청하기’(사회적 2), ‘또래와 협력하기’(사회적 3), ‘능숙한 외국어 사용자와 협력하기’(사회적 4)
를 더 많이 사용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KSL 학습자들이 KFL 학습자들보다 듣기의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해 간접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사용이 영향을 끼친 데 있다고 본다. KSL 학습자들은 사회적 전략 중에서 ‘명확성 또는 확인을
요청하기’(사회적 2), ‘또래와 협력하기’(사회적 3), ‘능숙한 외국어 사용자와 협력하기’(사회적 4)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유창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더 능동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학습자들이 듣기를 연습할 때 일방적으로만
하는 듣기 연습 외에 말하기 및 다른 학습자와 협력하기와 연결해서 듣기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듣기 훈련에 매우 유용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한국어 듣기에서 KSL과 KFL 중급 학습자의 간접 전략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두
집단의 듣기 능력에 차이를 주는 요인이 간접 전략 사용 여부에 있다고 보고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다.
첫째, KSL과 KFL 중급 학습자들이 간접적 전략의 사용 양상에는 유의미한 사용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KSL
과 KFL 중급 학습자 간에 세부 전략의 사용에 차이가 있었다. KFL 학습자들이 초급에서 듣기 연습하기 전에 듣기 환경
에 대한 ‘조직하기’에 의지하다가 자연 환경에서 듣기 연습하기로 전환할 수 있으면 듣기 훈련에 대해 더 많이 도움이 된
다. 또한 KFL 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사회적 전략을 더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더 많은 연습을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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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KSL과 KFL 3급 학습자 간 간접적 전략 사용의 차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KFL과 KSL
학습자가 처하는 듣기 연습의 학습 환경 특수성 때문에 두 집단은 사용하는 간접적인 전략의 세부 내용이 달리 나타났
다.
셋째, KSL과 KFL 4급 학습자 간에 간접적 전략 사용의 평균값을 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부
전략을 보면 KSL 4급 학습자가 KFL 4급 학습자보다 정의적 전략과 사회적 전략을 더 많이 사용했다. 이를 통해 KSL
학습자들의 듣기 능력은 사회적 전략 사용과 일상생활에서의 능동적 적용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KFL 학습자를 등급별로 많이 확보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또한 듣기 전략 사용 정도가 비
교적 잘 드러나는 중급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본고를 진행한 것도 아쉬운 점이다. 향후 실험 대상자를 더 확보하여 내용
타당성을 높이고,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듣기의 간접 전략 사용 여부를 살펴 중급 학습자와 비교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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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듣기 전략 사용 상황 조사 설문지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거의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조금 그렇다

5. 자주 그렇다

6. 상당히 그렇다

1. 학교 이름:
2. TOPIK 시험 등급:
3. 성별:
4. 한국어를 배웠을 때 듣기를 제고하기 위해 개설된 듣기 수업이 있습니까?
5. 한국어 듣기능력을 키우기 위해 듣기 수업이 필요합니까?
6.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에 난이도의 순서로 정하면 어떻습니까?(어려움→쉬움)
7. 새 내용을 들으면 공책에 문장을 적고 단어, 문법 항목별로 분류한다.
8. 화자의 말을 듣는 동시에 단어, 내용을 모를 때 이미 아는 내용과 연결해서 내용을 연상한다.
9. 기억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 정보를 기억 속에 이미 알고 있는 개념과 연관 짓는다.
10. 들을 때 화자의 어휘, 문법, 화행에 대해 주의 집중한다. 들을 때 화자가 말하는 내용 이해하기 위주로 주의 집중하다.
11. 새로운 단어 및 표현을 기억하기 위해 그 단어나 표현을 문장 등 의미 있는 맥락 속에 넣어본다.
12. 화자의 말에 대해 듣기만 집중하고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13. 기억하기 위해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든다.
14. 수업시간에 듣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다.
15. 듣기 전에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관련 개념들을 화살표나 선으로 연결한 도표로 그린다.
16. 듣기 연습하기 전에 듣기 환경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의식적으로 주의하고 인위적으로 조직한다.
17. 소리와 이미지를 이용해서 더 쉽게 한국어를 기억하게 한다.
18. 듣기 연습을 진행하기 전 듣기의 목표에 대해 명확하게 세운다. 시험 준비하거나 한국 사람과 유창하게 교류하기 위해 할 것
등 목적이 있다.
19. 목표어 단어와 소리가 유사한 단어를 모국어나 아는 다른 언어 단어를 생각하면서 목표어를 기억 한다.
20. 듣기를 연습하기 전에 듣기의 목적을 확실하게 안다.
21. 새로운 내용을 배운 후에 자주 복습한다.
22. 과제를 효과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과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방면의 지식이
필요한지, 어느 쪽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지 등이 있다.
23. 동작이나 신체 감각을 이용해서 새로 들은 내용을 기억한다.
24. 듣기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동적으로 찾아서 듣기 연습한다.
25. 단어 카드나 단어책을 외운다.
26. 자신의 오류를 주목하고 다음 듣기 연습할 때 의식적으로 실수를 줄이고 오류를 수정한다.
27. 한국인의 음성이 녹음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는다.
28. 듣고 나서 화자에게 들은 내용의 정확도나 이해도에 대해 다시 확인해 달라고 한다.
29. 녹음된 대화나 말의 억양, 속도까지 모방 연습한다.
30. 듣기를 연습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심호흡이나 명상하는 것 같은 긴장 완화하려고 한다.
31. 한국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고정 표현과 패턴을 인식하고 연습한다.
32. 긴장을 풀기 위해 듣기를 연습하기 전에 노래를 듣다.
33.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듣기를 연습한다.
34. 듣기 연습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먼저 유쾌하고 즐거운 환경을 만들고 나서 듣기를 시작한다.
35. 대화를 들을 때 중요한 내용만 듣고 필요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넘어간다.
36. 듣기를 하기 전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처럼 긍정적인 말로 자기 격려한다.
37.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한국어의 뜻을 파악한다.
38. 듣기를 연습할 때, 듣기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 적극적으로 내용에 대해 추측한다.
39. 일반 규칙을 통해 듣기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추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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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의 듣기 연습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칭찬해 주거나 현식적인 보상을 해 준다.
41. 목표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단어나 구, 문장, 단락을 구성 성분으로 쪼개어 본다.
42. 듣기를 연습할 때 손에 땀이 나거나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신체가 보내는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고 주목한다.
43. 모국어를 의존해서 모국어와 유사한 발음, 표현을 이용해서 목표어를 이해한다.
44. 매일 또는 며칠에 한 번씩 듣기 학습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며 자신의 감정 변화를 기록한다.
45. 듣기 내용에 학습자가 중국어를 근거로 목표어를 번역한다.
46. 듣기 후에 듣기 중의 감상, 태도, 부족한 점에 대해 기록한다.
47. 듣기를 연습할 때 모국어 언어 지식을 직접적으로 한국어에 적용한다.
48. 자신이 듣기 연습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 다름 사람과 토론한다. 그 다음에 듣기의 내용을 이해하고 답안을 찾는다.
49. 듣기를 연습할 때 듣기 내용을 메모한다.
50. 문화권마다 명확성이나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한국권에서 수용 가능한 방법을 배운다.
51. 듣기 내용에 대해 요약한다.
52. 화자에게 천천히 말하기, 풀어 말하기, 반복하기 등 명확하게 해 주기를 요청한다.
53. 들은 후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 정확도를 확인한다.
54. 다른 학습자와 함께 듣기 연습한다.
55. 학습자의 모국어 지식을 이용하여 목표어를 이해하다.
56. 한국어를 잘하는 선배나 한국인과 연습한다. 능숙한 사용자의 듣기 방법, 몸짓, 얼굴표정 등 같은 자연스런 피드백을 관찰한다.
57. 듣기에서 일반적인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목표어를 이해한다.
58. 수업 활동에 문화권의 차이점에 대해 짧은 문화적 토론을 한다. 듣기를 연습하기 전에 이 듣기 내용에 특정한 문화 내용을 미리
파악한다.
59. 의도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특정 사람들의 사고와 느낌의 변동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다. 화자가 말하는 말의 깊은 뜻은
충분히 이해한다. 표면상의 뜻이 아니고 깊은 뜻까지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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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语听力策略使用情况调查表
您好!首先为您能参与本次调查而感到由衷的感谢。本次调查是为了进行学术上的研究。调查内容主要着力于研究在中国与在
韩国学习韩国语的中国留学生使用间接听力策略的使用情况。您选择的答案无关对错只需根据您个人的实际情况填写即可。调查
结果只用于研究,绝对不会侵犯到您的隐私。
选项一共有六个, 1.完全不是。 2.不完全是。 3.普通。 4.有点儿是。 5.基本是。 6.完全是。
1. 学校名称:
2. TOPIK等级:
3. 您的性别：
4. 学习韩语的课程中是否有专门针对听力的听力练习专业课程:
5. 在韩语课程中是否需要开设专门针对练习,提高听力的课程:
6. 请排序您个人认为“听力,口语,阅读,书写”的难易程度(从难到易)
7. 当听到新内容时,会把听到的句子写在本子上分解单词,语法。
8. 如果听到不知道的单词或内容时，会与已经知道的内容相结合的去理解听到的内容的意思。
9. 把新单词或语法与已经知道的单词或语法相联系起来进行记忆。
10. 听的时候，注意听单词和语法或者是以理解为主的注意听内容。
11. 为了记忆新学到的单词或短句，会把新单词或短句造成句子去进行记忆。
12. 注意力全放在听上，并不考虑如何做出回答。
13. 在脑子里把单词或句子制作成图像去记忆。
14. 上课练习听力的时候，对于问题点会有互相讨论的时间。
15. 练习听力以前，以基本概念为核心把相关的概念点用画图的形式与之连接。
16. 练习听力之前会考虑到环境问题。人为的去创造听力的环境。例如强调无杂音很安静很舒服的一个听力环境。
17. 利用声音或者形态更轻松的记忆单词。
18. 练习听力之前明确的树立听力的目标。例如准备语言考试、能与韩国人流畅的进行交流。
19. 以声音为重点，把母语或者是所知道的其他语言与韩语单词连接起来进行记忆。
20. 练习听力之前明确的知道练习听力的目的。
21. 新的内容学完以后经常进行复习。
22. 为了有效的达到练习听力的目的，明确的了解课题。例如这个课题需要哪方面的知识，你可以用从哪个方面去进行理解等。
23. 利用动作或是肢体语言记忆新听到的内容。
24. 主动的去寻找练习听力的机会。
25. 背单词卡片或单词书。
26. 正视自己在听力练习时所出现的错误，并加以改正与防范。
27. 把韩国人说话的内容录下来，反复的听。
28. 听力结束之后向话者确认自己所听到的内容的准确度与理解程度。
29. 练习模仿录制的对话、语调和速度。
30. 练习听力之前下意识的做深呼吸或者冥想以减缓紧张。
31. 有意识的练习韩语中日常常用的固定表现和短句。
32. 为了释放紧张在练习听力之前听一些舒缓的歌曲。
33. 在自然的非人为的语言环境下练习韩语听力。
34. 在听力练习之前有意识的先创造一个愉悦轻松的环境，然后再进行听力。
35. 听对话时只听重点内容，不重要的或者不需要的内容直接跳过。
36. 做听力之前会向自己说些“你可以的！做必成！”之类的话激励自己。
37. 使用工具书或参考工具来掌握韩语的意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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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在练习听力时，尽管不太明白听力的内容是什么，也不怕错误，积极地去进行推测。
39. 通过一般的规则分析推论所听到的内容。
40. 为了更好的进行下次的听力练习会给自己精神上或者物质上的奖励。
41. 为了理解目的语，把不知道的单词或者句子，段落的构造成分分开看。
42. 练习听力的时候对与自身情绪上的感觉和身体上出现的变化有所感知与重视。例如紧张，轻松，手心发汗，腿发抖等。
43. 根据母语，利用与母语相似的发音或是表现来理解目的语。
44. 以表格的形式每天或者几天一次的记录练习听力后的感受与变化。
45. 用母语直接翻译目的语的听力内容。
46. 听力以后，记录听力时的感想，态度和不足的地方。
47. 练习听力时，把母语的语言知识直接运用到目的语中。
48. 听力结束后与别人一起讨论不懂或不明白的地方，进而理解听力内容并找到解答。
49. 练习听力时记录听到的内容。
50. 由于文化不同，有意识的接受学习韩国的语言文化。
51. 对听力内容进行概括。
52. 明确的请话者慢点儿说，请话者对所说的进一步的解释、说明或再反复说一次。
53. 听完以后对重要的部分进行强调并再次确认是否正确。
54. 与其他学习者组成小组，一起练习听力。
55. 使用母语知识来理解听力内容。
56. 韩语好的学习者或韩国人进行韩语练习。练习的同时注意观察对方是如何能动性的进行听力，观察对方如何用表情或动作进行
反应。
57. 使用一般的背景知识来理解听力内容。
58. 听力练习开始之前先对于文化之间的差异进行简短的讨论。有效的在练习听力之前提前掌握这段听力所特定的文化内容。
59. 有意识的用韩语的说话方式去理解话者的思维与感情上的变动。充分的理解话者要表达的深意。不只是字面上的意思还有话里
的深层含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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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한국어 듣기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간접적 전략 사용 양상 연구
-KSL과 KFL 학습자 대비를 통해-”에 대한 토론문
오선경(고려대학교)

이 연구는 한국어 듣기에서 간접적 전략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사용 양상을 연구한 논문이다. 듣기는 상호작용
이 중시되는 구어 기능으로서 한국어 사용 환경에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 전략 사용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논문은
KSL과 KFL 학습자들의 구어 노출 환경의 차이에 주목하여 듣기 전략 양상의 차이를 밝히고자 시도한 것으로 한국어 듣
기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논지 진행상의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논하고자 한다.
첫째, 이 논문은 설문 조사를 통해 간접 전략 사용 양상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KSL 학습자와 KFL 학습자 간의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두 학습자 집단은 학습 환경과 언어 사용 환경에 있어 차이를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전략 사용에 차이가 없는데 논문에서는 그 원인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가 없다. KFL 학습자들은 중국
현지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부 학생들인데 그 학습자들의 듣기 교육 경험과 현황에 대한 조사가 있다면 이 연
구 결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밖에 기타 세부 항목에 대한 원인 분석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추
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에서는 한국어 능력 3급과 4급 학습자 간의 전략 사용 양상을 비교하고 있다. 이미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한국어 숙달도가 높을수록 듣기 전략 사용이 활발하다는 것은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연구 대상은 KSL 3급
학습자는 6명, KFL의 경우는 4명에 그치고 있다. 전제적으로 결과를 비교하고 일반화하기에 연구 대상의 수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셋째, 이 연구의 측정 도구로 <표3>에서 제시하고 있는 간접적 전략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초인지 전략의 2,3번(주
의집중하기), 사회적 전략의 1,2번(명확성 또는 확인을 요청하기)의 경우 내용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항목들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넷째, 논문에서는 KFL 학습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간접적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것은 앞으로 전략
중심의 KFL 듣기 교육이 이루어져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 제언을 제시한다면 좀 더
완성도 있는 논문이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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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감상문 쓰기를 통한 한국 정서 한(恨)에 대한 이해 교육
나채근(영남대학교)

1. 서론
흔히 알려진 한국의 정서로는 한국인의 정(情), 한(恨), 슬픔, 분노, 희노애락(喜怒哀樂), 체념, 공감, 연민 등이 있다.
이들 중 본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한국적 한의 정서는 다른 나라에서 나타나는 한의 정서와 다른 특이성(singularity)1)
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한의 의미는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또한 그로 인해 응어리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간이면 지닐 수 있는 한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다. 그러나 한
국적 한은 단순한 원한이나 분노의 마음에 머물지 않고 슬픔과 체념과 승화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체념과 용서를 동반
한 한국적 한의 정서는 역사를 통하여 제도적․환경적 특수성을 반영하며 그 고유의 강밀도를 가지고 나름의 유기체적 고
원이란 연장적 연속체를 형성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특이한 한국적 한의 의미를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본 논문은 한국어 고급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적 한의 정서를 적절히 드러내고 있는 한국 현대 단편소설을 읽고, 소설에 나타난 한에 대한 감상문을 쓰고, 교사 혹
은 동료 간 피드백 과정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한국적 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문학작품을 통한 감상문 쓰기는 수업 중 실행되기 가장 어려운 학습 형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수
업 시수가 확보되고, 결과 중심 글쓰기보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정 중심 글쓰기 활동으로 학습자들의
사고 과정을 활성화시킨다면 그들은 한국적 한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한국어 학습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지닌 사물에 대한 판단
능력이나 보편적인 인지적·정서적 능력은 한국인 학습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그들에게 적합한 쓰기 활동을 수반
한 감상문쓰기 지도는 한국의 대표적 정서인 한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감상문 쓰기 활동을 통해 이해한 한국적 한의 특성과 자국의 한의 특성을 보다 심도있고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그들은 자국 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상호 문화와 정서의 공통점
과 차이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 문화 속에 스며있는 한의 정서를 새롭고
창조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1) 들뢰즈(G. Deleuze)가 말하는 특이성(singularity)은 특정 개체가 현실화되기 바로 이전에 잠재적 차원에서 현실화를 기다리며 요동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령 배아처럼 키나 몸무게의 형태로 결정되기 이전에 미결정 상태에서 유연하게 진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다양한 현실태로 발현되기 이전의 잠재태적 상태를 지닌 한국적 한의 특성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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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정서문화: 한
2.1. 한국적 한의 특성
한국적 한은 타문화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singular) 구조와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한의 사전적 의미는 국립국
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응어리진 마음”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적 한은 단순한 원한(resentment)이나 증오(hatred)가 아니다. 한국적 한에는 체념과 슬픔의 승화가 녹아있다. 따라서
한국적 한은 씻김과 풀이가 동반된 다중적 의미를 지닌 한으로서, 원한이나 증오나 복수가 주요소인 중국이나 서구의 한
과 차이(difference)가 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소설 뇌우(雷雨)(1933), 미국의 소설 An American Tragedy(1925), 그
리고 프랑스의 소설 적과 흑(赤과 黑)(1830)의 결말을 보면, 주인공이 회한이나 슬픔은 가지고 있을 지언정 모두 분노
와 원한을 초월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뇌우(雷雨)에서 저우핑(周萍)은 당시 중국 사회의 가진 자와 없는 자의 갈등 그리고 불륜과 도덕적 타락을 고발하며
루쓰펑(鲁四鳳)과 자살하고, An American Tragedy에서 클라이드 그리피스(Clyde Griffiths)는 신분상승에 대한 욕심과
물질만능주의라는 사회 의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지 못한 채 사형이란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며, 적과 흑(赤과 黑)에서
쥴리앙 소렐도 마틸드와 레날 부인 사이에서 당시 프랑스의 신분사회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사형을 당한다.
이들 소설들과 달리 한국의 소설 서편제(1976) 선학동나그네(1979), 배따라기(1921) 등은 원한과 절망의 단계에
서 그치지 않는다. 배따라기에서 ‘영유배따리기’를 부르는 어부는 자신의 분노에서 연유한 불행한 결말을 후회하며 정
처없이 아우를 찾아 삶의 여정을 지속하고, 선학동나그네에서 소리꾼 여인은 자신의 눈을 멀게 한 아비를 용서하고 체
념과 삭힘과 용서를 동반한 내면적으로 승화된 한의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본 논문은 한국적 한과 타국의 한을 이분법적으로 고정시켜 그 성격을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타국에서
나타나는 한의 일반적인 특성을 근거로 한국적 한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한의 의미 외에 한국만의 특이성을 지니고 있
음을 논하려는 것이다. 한국적 한은 체념이라는 수동적 속성에만 머물지 않고 초월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변형해가는
속성을 지닌다는데 그 차이성이 있다. 이러한 한의 모습에서 한국의 대표적 정서인 신명이 출발하고 있음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을 동반한 신명은 역설적으로 ‘흥겹다’, ‘신명난다’라는 표면적 속성을 지닌다. 고대 제천의식의 ‘가무강신 소원
성취(歌舞降神 所願成就)’에서 오는 인간과 신, 인간과 자연의 합일이 일으키는 감정의 분출과 해소 그리고 새로운 활력
의 기운이 신명인 것이다.
이러한 신명은 특히 독특한 한국의 ‘풀이문화’와 접속하여 ‘분풀이’, ‘살풀이’, ‘심심풀이’ 같은 한에서 유래하는 신명문
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인 삶의 그늘지고 어두운 부분을 긍정과 밝음으로 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신명의
속성은 한이 지닌 다중성을 질료로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분자가 다른 분자와 결합해서 새로운 분자구조
를 만들 듯 한의 다양한 속성은 다른 속성과 접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움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판소리 ｢춘향가｣에는 춘향이 모진 매를 맞고 삼문(三門) 밖으로 버려지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에서 다른 기생들은 몰려
와 죽어가는 춘향을 위로하며 슬퍼하지만 한 기생은 춘향이 죽으면 열녀문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기뻐하며 춤을 춘다.
비장의 장면이 골계미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죽어가는 동료 앞에서 춤을 추는 장면은 깊은 감동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전신재, 2005:439-440) 이러한 장면들은 한을 체념과 승화로 풀어내어 삶의 차원을 달리하는 모습이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이차대전 당시 일제의 징용으로 북해도 탄광에 끌려가는 젊은이들이 있었다. 다시 오지 못 할, 죽
어서 돌아와야 할 그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수송열차를 기다리며 재기차기, 자치기를 하며 즐겁게 놀고 있는 장면을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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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기쁨의 웃음이 아닌 슬픔의 웃음으로서, 한의 승화에서 오는 조화의 모습이다. 불쌍한 병신 거지가 즐겁게 춤
추고 노래하며 육체의 해방을 의미하는 병신춤의 예술적 승화 역시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한으로 굴곡진 삶을 향한 초
월적 조화의 모습인 것이다.(최상진, 1991:341-342 참조)
이처럼 한의 극한에서 오는 체념과 승화의 에너지는 새로움을 창출하는 동력임과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운 양태들로 구
성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적 한은 화이트헤드(Whitehead)의 창조적 특성과 들뢰즈(Deleuze)
의 다양체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특이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2.2. 한의 특성과 창조성, 다양체성과의 관계
한국적 한이 다른 나라의 한과 다른 점은 앞서 언급되었듯이 원한이나 증오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체념과 승화와 접속
하여 새로운 한의 모습을 창조해 낸다는 것이다. 한의 의미는 하나일 수 있으나 접속하는 환경이나 대상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이할 수 있다.2) 즉 춘향전, 징집되어가는 일제 강점기의 한국 젊은이, 병신춤에 나타난 한의 모습은 나름의
특이성을 가진 한의 모습으로 현현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적 한의 새로움과 창조성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한의 모습은
서양 철학자 화이트헤드와 들뢰즈가 주장하는 창조성(creativity)과 다양체(multiplicity)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전 우
주를 구성하는 현실적 존재자(actual entity)3)가 다수성으로 존재하며 일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해내는 창조적 성질이
나, 서로 존재하는 현실태들이 우연적인 접속과 변이를 통해 새로운 배치를 형성하는 다양체적 성질에서 우리는 한의 특
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 화이트헤드(A. N. Whitehead)의 유기체 철학이 한국적 한과 유사한 점은 유기체 철학이 전통적인 실체철학의
존재론적 영속성이나 초월성을 비판하고, 변화와 유동을 전제로 과정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화이트헤드
는 물질은 홀로 고정되어 영속하지 않으며 물질 간 상호 내재적 변화에 의해 존재한다고 하였다. 즉 그는 불변이 아닌
상호 내재하는 변화의 원리를 궁극자로 제시하고 ‘다자’인 존재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일자를 창조해가며 창조적 본성을
이어간다고 보았다.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궁극자는 절대적 신이 아니라 유기체로서의 현실적 존재자이다. 현실적 존재자란 자신을 둘러싸
고 있는 환경을 스스로 수용하여 성장과 쇠퇴를 겪으며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존재로서 외부의 대상을 자신의 내부 구
조로 받아들여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를 형성하고 소멸하는 존재자이다.4) 이러한 새로운 현실적 존재자를 생성하는 것을
화이트헤드는 ‘창조성(Creativity)’5)이라고 부르고 있다.
2) 이러한 한의 속성은 ‘한의 일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스피노자의 실체가 속성에 따라 그 양태를 달리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3) “현실적 존재자는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궁극적인 실재적 사물로서, 현실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과정인 현실적 생기라고도 한
다.”(Whitehead, 1978:18) 생기란 다자가 일자가 되고 그 일자는 다자 중 일자가 되어 다음의 생성 중인 일자의 대상이 되는 과정
(사건)을 의미한다. 현실적 존재자인 주체와 주체가 마주하는 대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주체가 자신의 구조 속에 대상을 관
계항으로서 수용함으로써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자신을 창조해가는 것이다.” (이태호, 2001:24-25)
4) 화이트헤드의 “내적 관계라는 개념은 사건이 두 가지 요소로 분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하나의 요소는 기저에 있으면서 개체화
되는 실체적 활동력이며, 다른 하나는 이 개체화된 활동력에 의해 통일되는 여러 양상들의 복합체, 즉 한 사건의 본질 속에 들어가
는 여러 관계들의 복합체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내적관계라는 개념은 여러 관계를 종합하여 사건의 발현적 특성을 만들어내는 활동
력으로서의 실체라는 개념을 필요로 한다. 사건이 사건으로서 성립하는 까닭은 그것이 자신 속에 다수의 관계를 통일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오영환 옮김, 2008:.212)
5) 여기에서 화이트헤드의 창조적 과정이란 우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미시적 과정인 합생 과정과 거시적 과정인
이행 과정으로 나누어지는 과정이다. 합생 과정은 현실적 존재자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능태를 내재화하여 하나의 통일체를 형성
하는 과정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일자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행 과정은 통일체로 형성된 현실적 존재자가 그 주체적 직접성
을 상실하고 수많은 가능태 중 하나가 됨으로써 생기하는 또 다른 현실적 존재자의 여건이 되는 과정으로, 상대적으로 완결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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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창조성을 통하여 다자가 일자가 되는 것은 다자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이전의 다자들이 새로운 일자로 창조되
는 것이다.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철학에 있어서 다자가 일자로 되는 과정은 다수성 상태로 있는 다자로부터 시작해서, 대
비를 통해 통일성을 가진 존재자를 거쳐 마지막에는 전체적 통일을 이룩하여 하나의 단일성을 가진 일자가 되어 새로운
생성과 창조를 시작한다는 의미이다.(이태호, 2001:100) 이는 다자가 일자가 되고, 그 일자가 다시 다자 중 일자가 되어
새롭게 생성되는 일자의 대상이 되는 사건6)을 말한다. 사건 속에서 사물은 무수한 접속과 변이를 통해 새로운 성질을 생
성해 간다. 즉 일자는 다자와 내적 관계를 형성하며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자를 창조하며 동시에 다자 중 하나가 되어
새로이 생성되는 일자의 대상이 되는 과정을 반복해 간다. 이것이 극한과 극한의 경계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창조성을 지
닌 한의 모습이다.
철학자 들뢰즈(J. Deleuze)는 화이트헤드처럼 플라톤 이래 서구의 실체론적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기호와 대상
의 관계는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하지도 일치하지도 않다고 한다. 그에게 의미의 중심이 온전히 재현된다는 생각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즉 어떤 텍스트 속의 한 요소는 텍스트의 맥락에 따라 다른 요소와 끊임없이 접속하여 변이하
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의 차이(difference)를 생성하며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들뢰즈는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주체 중심의 사고방식과 이분법적 이항논리에서 변화를 허용 않고 수직적 통일성을 추
구하는 ‘뿌리-나무’이미지를 발견하였다. 그는 하나의 뿌리로 귀착되는 수목 구조인 뿌리-나무의 구조는 선형적인 일대일
대응관계나 이분법적 구조7)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리좀(rhizome)8)적 사고방식에서 오는 다양체(multiplicity)9)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요소는 물질이 갖는 실체적 성격에 의해 규정되기보다는 그 상황의 관계성 속에서 그 요소 자체의 성질을 자율적으로
바꾸어 나갈 때 창조성과 다양성을 지닌다. 실제로 사물은 표상적인 자기 동일성으로 규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기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수없는 차이성이 존재한다. 해가 넘어갈 무렵 붉게 물든 노을에는 수없는 종류의 서로 다
른 붉은 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성은 한에도 존재하고 있다. 한은 정태적이고 구조적인 자기동일성이 아닌
차이를 생성해내는 동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동일성조차도 또다시 스스로를 변형시켜가는 차이와,
차이를 대비와 조화를 통해 새로운 창조성으로 생성해내는 다양체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한의 속성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그러나 한은 새로운 상황과 사건 속에서 이전과 다른 양태로 그 표상을 달리할 뿐
이다. 실선의 분절선들을 점선화하고, 계층화(stratification), 영토화(territorialization)되어 있는 것을 탈층화, 탈영토화시킬
때 한은 새로운 배치(arrangement)로 조화되는 장(field) 안에서 이전과 다른 한의 모습을 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다. 한이
원한과 체념을 통해 경계를 허물고 기존의 배치와 다른 배치를 형성하며 새로운 장을 창조해갈 때 한의 새로움은 거듭되
는 것이다.
세계를 사물의 본성에 따라 새로운 합생을 위한 여건으로 만들어 가는 창조성이다.(나채근, 2016:52-53)
6) 화이트헤드는 주체인 현실적 존재자가 자신 앞에 전개되는 대상을 자신의 내면으로 내재화시켜 자신을 형성하는 것을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나채근, 2016:53)
7) 들뢰즈와 가타리는 이원론이나 이분법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개미떼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모든 리좀은 분할선들을 포함하는데,
이 개미떼의 선들에 따라 리좀은 지층화되고 영토화되고 조직되고 의미화되고 귀속된다. 하지만 모든 리좀은 또한 탈영토화의 선들
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선들을 따라 리좀은 끊임없이 도주한다. … 바로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는 이원론이나 이분법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다.”(김재인 옮김, 2001:24) 들뢰즈에게 개미떼는 아무리 죽이고 파괴해도 계속 복구되는 동물 리좀인 것이다.
8) 리좀의 사전적 뜻은 뿌리줄기, 근경(根莖)이다. 들뢰즈에 따르면 “뿌리줄기를 의미하는 리좀은 수목형 위계질서를 가진 모든 가지의
중심인 나무이미지나 나무뿌리와 달리, 수평적 구조를 지니고 자신의 어떤 지점에서든 다른 지점과 연결, 접속할 수 있는 성격을 지
니고 있다.”(김재인 옮김, 2001: 54)
9) 들뢰즈의 다양체는 “주체나 객체, 자연적 실재나 정신적 실재, 이미지와 세계로서의 ‘하나’와 더 이상 관계 맺지 않는다. 여기에는
대상 안에서 주축 역할을 하는 통일성도 없고 주체 안에서 나뉘는 통일성도 없다. 대상 안에서 유산되거나 주체 안으로 ‘회귀하는’
통일성도 없다. 다양체는 주체도 객체도 없다.”(김재인 옮김, 2001:20-21)

245
본고에서는 한의 창조성과 다양체적 속성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선학동 나그네를 통해 한의 의미를 고찰한다. 
선학동 나그네에서 소리꾼 여인이 아비의 유골을 품고 밤새 소리를 한 후, 기존의 한은 승화되어 새롭게 생성되는 양태
들 중 하나인 비상학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자가 마침내 소리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내는 그 여자의 오장이 끊어오르는 듯한 목소리 속에 문득 자신도
그것을 본 것이다. …… 사내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잊혀져온 옛날의 그 비상학이 서서히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기 시작
한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소리가 길게 이어져나갈수록 선학동은 다시 옛날의 포구로 바닷물이 차오르고 한 마리 선학이
그곳을 끝없이 노닐기 시작했다.(이청준, 2013:134)

소설에서 새로운 비상학이 날아오르는 사건은 한의 해소와 더불어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생성시키는 순간을 통해 새로
운 한의 모습을 창조해 내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한의 속성과 새롭게 생성되는 양태의 모습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본
고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선학동 나그네를 읽게 하고 읽을 때마다 감상문을 작성하고 서로 토론하게 함으로써 한국적
한에 대한 구체적 이해로 접근해가려고 한다.

3. 한국어 학습자의 한 이해를 위한 글쓰기 과정
3.1. 한의 이해를 위한 과정중심 글쓰기
쓰기는 문자를 매개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창조하는 언어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한재영외, 2005:252) 쓰기는 또한 말하기, 듣기, 읽기를 통합하여 결과를 생산해내고, 학습자로 하여금 수업활동
중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10)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은 쓰기를 통해 한국적 한에 대한 자신들의 느낌
과 생각을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다른 학습자와 함께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국적 한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
으리라고 여겨진다.
효과적인 쓰기 학습을 위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쓰기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
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확한 어법과 수사적 규칙을 통한 결과물을 중시하는 결과중심 글쓰기보다는, 학습
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하는 학습자 중심의 글쓰기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학습자 중심의 글쓰기 과정은
교사와 학생, 학생 동료 간의 상호작용을 장려하여 학습자가 쓰기 활동의 부담을 덜고 자신의 글에 대한 다른 이들의 반
응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듬고 향상시켜 갈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수업에서 작품을 읽고 난 후 감상문을 작성하고 토론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한과 관련하여 흥미와 관심을 가질 만한 작품으로 선학동 나그네를 쓰기 대상 작품
으로 선정하고11) 3회에 걸쳐 읽도록 하였다. 이 작품은 학습자들이 읽기에 부담이 적은 단편소설로서 한국적 한을 가장
10) 안경화는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경우, 쓰기 학습이 말하기, 듣기, 읽기 학습보다 중요성이 낮다고
여겨지지만 고급과정의 학습자들에게는 쓰기에 대한 중요성이 일반학습자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한다.(안경화, 2007:188)
11) 일반적으로 문학 텍스트 선정 기준으로 첫째, 언어교육, 둘째, 문화교육, 셋째, 문학교육을 들 수 있는데,(심재휘, 2016:.95) 본 논
문은 문화적, 문학적 가치에 선정의 우위를 두고 작품을 선정하였다. 선학동 나그네는 한국적 한의 구체성을 지니고 있는 문학
작품이다. 한국의 특이한 정서인 한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한국문화의 한과 자국의 한을 비교함으로써 문화 간 교류와
학습자 자신의 인식과 사고의 확장을 꾀할 수 있었다. 한에 대한 학습 수요는 이미 한국어 과정 특히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외국대학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Ravikesh, 2012:646) 또한 한국에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기관에서도 한
을 주제로 한국 정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을 고급단계의 한국어 학습과정에 채택하고 한국어 학습자를 지도하고 있다.(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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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구현하는 작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작품을

매번 읽을 때마다 과정 중심 쓰기 단계인 쓰기 전(pre-writing) ․ 쓰기(writing) ․ 쓰기 후

(post-writing) 활동의 적절한 쓰기 전략을 응용하여 감상문을 작성하였다.12) 즉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글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여진 초고를 다시 읽으며 부적절한 표현을 수정하고 문장
의 일관성을 위해 글의 논리전개를 새롭게 하여 고쳐 쓰도록 하였다. 아울러 학생 간 교사 간 피드백의 기회도 확보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작품을 읽은 후 감상문을 작성할 때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듬고 새롭게 표현
함으로써 한국적 한의 의미를 구체화 할 수 있었다.

3.2. 한의 이해를 위한 연구 대상 및 절차
한의 이해를 위한 쓰기 학습 과정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5년 8월, 그리고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대학
원 학생들이 수행한 과제를 대상으로 하였고, 학습자들의 선학동 나그네에 나타난 한에 대한 인식과 사고의 변화를 추
적하였다. 연구 대상 학습자들은 토픽 5급 이상으로 대학원에서 한국어, 한국문학, 한국문화, 사회학을 전공하는 학습자들
이다.13) 비록 급수에 따른 문법 지식, 문장 표현력 및 담화 구성 능력의 차이를 보였으나 문법적 오류나 문장 표현능력
과 같은 언어 기능적 측면보다는 한국의 대표적 정서 중 하나인 한에 대한 이해 및 비판적이고 창조적 글쓰기에 목표를
두었다.
학습자들의 감상문 쓰기 과제는 작품 이해의 단계별로 제시되었으며 제시된 질문지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었다.14) 한
에 대한 작품 이해의 단계는 공감적 이해, 심화된 이해, 비판적․창조적 이해로 분류하였다. 공감적 이해에서는 작품의 줄
거리, 등장인물, 사건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이해를 목표로 하였고, 심화된 이해에서는 작품속의 구체적으로 특
정된 사건에서 나타난 주제와 관련된 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비판적․창조적 이해에서는 작품에 나
타난 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의 연장적 의미를 이해하고 아울러 다른 나라의 한의 의미와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심화된 이해’에서는 한에 관계된 특정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작품 속에 나타난 한의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고 이
해하도록 유도하였다. 선학동 나그네에서 밤새 한을 머금고 소리를 내어 학을 불러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의 조화와 초월적 느낌에 도달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하였다. 이는 한이 기존의 있음(Being)에서 새로운 생성(Becoming)의
모습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셋째 ‘비판적․창조적 이해’에서는 한과 관련된 다른
2009:10)
12) 이는 쓰기 전(pre-writing) – 쓰기(writing) - 쓰기 후(post-writing)의 사고과정을 거치는 순환적 글쓰기에 근거한 것이다.(이재
승, 2002:20-21)
13) 학습에 참여한 외국인 학습자들의 인적 정보는 다음 도표와 같다.
1
2
3
4
5
6
7

학습자
중H
중JA
중JU
중O
베P
인K
몽C

국적
중국
중국
중국
중국
베트남
인도
몽골

성별
여
여
여
남
여
남
여

한국어능력
6급
5급
6급
6급
6급
6급
6급

학력
대학원박사과정(문학전공)
대학원석사과정(문학전공)
대학원박사과정(문학전공)
대학원박사과정(사회학전공)
대학졸업(한국어)
대학원박사과정(문학전공)
대학원석사과정(문화전공)

14) 소설 분석을 위한 질문지 내용은 그 거시적인 틀을 김성진의 문학 ‘기법 분석하기’(김성진, 2004:124-125)를 참고로 작성되었다.
질문지와 답변 내용은 논문 분량의 제약으로 첨부하지 않았지만 원하는 연구자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제공하려 한다.

247
영역과의 관계성을 고찰하게 하였다. 한(恨)에 동반한 용서, 화해, 자연회귀, 자아의 해방을 모색하도록 하였고 동시에 한
의 부정성도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4. 선학동 나그네 감상문 쓰기를 통한 한의 이해
4. 1. 선학동 나그네에 나타난 공감적 이해
선학동 나그네는 현재성으로 나타난 한을 예술적이고 초월적인 한으로 승화시켜 간 소리꾼 여인의 삶을 그리고 있
다. 작품에서 소리의 세계는 서로 다른 성질이 결합되어 새로운 영역을 가능하게 하는 세계이다. 소리꾼 여인은 소리 세
계를 자신의 삶에 일치시킴으로써 그 삶에 깃들어 있는 한을 넘어서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시켰다. 즉 그녀는 소리
를 통해 자신의 눈을 멀게 한 아비에 대한 원망과 저주를 용서로 변환시킴으로써 근본적으로 자신의 영혼의 폭과 넓이를
확장시킨다.
특이한 한국적 한을 구체화한 이 작품을 처음부터 외국인 학습자가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전반적인 작품 내용
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피상적이지만 대체로 정확하였다.
“어느 날 해질 무렵 한 사내가 선학동을 찾아와 30년 전 자기가 버린 오누이와 아비의 종적을 알아보려고 하지만 찾
지 못한다. 그 사이 선학동 포구도 들판으로 변하여 옛날의 그 비상학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다. 그는 주막집 사내로
부터 몇 년 전 한 여자와 아비의 감동적 이야기와, 다시 날게 된 선학동 학의 이야기를 듣는다. 장님 여인이 오빠인 사
내에게 다시 찾지 말라는 이야기를 남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떠나는 사내가 가던 길 고갯마루 위에는 언제부터인가 백학
한 마리가 떠돌고 있었다.”15)(중H)

그러나 학습자들은 여전히 한국의 문화 현상이나 특성에 익숙하지 못하여 소설의 주제나 작가의 의도를 온전히 파악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여자가 부르는 많은 가요 및 민요에 대해 아직 정확한 지식 부족해 한국인 직접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다.(인K)
이 소설은 ｢서편제｣, ｢소리의 빛｣에 이어서 남도 전통 사람들의 삶을 그린 소설이다. 한국 민족 정서와 감정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하자면 이 소설을 통해 그는 과거의 전통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근대화의 산물로 인해 벌어야할 전통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인K)
떠돌아다니는 소리꾼의 삶에 대한 주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들이 소리를 하면서 주막에서만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이 주인공들이 떠도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베P)

이들은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훌륭한 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하며 단순히 떠돌이 생활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작품
에 잠재되어 있는 ‘아비, 오누이의 애증어린 감정의 갈등과 변화’, ‘소리를 통한 한의 정서와 예술적 승화’의 요소를 인지
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15) 이 인용문은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가 답변한 글이다. 인용문 말미의 괄호 표기는 감상문을 작성한 학습자의 국적과 성명 머리글자
이며 이후의 인용문도 이와 같이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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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선학동 나그네에 나타난 심화된 이해
심화된 이해에서는 한과 관련하여 작품속의 특정된 사건에서 나타난 주제와 관련된 한의 의미와 한이 함축하는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건은 왜 아비가 딸의 눈을 멀
게 하여 소리의 완성을 해야 하는가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아비가 양녀에게 소리를 잘하게 하려고 양녀의 눈을 멀게 한다. 그렇게 보면 늙은 세대들이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
너무 극단적인 방법을 하고 있었다.”(중Ja)
“그는 어린 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이런 그의 행위는 예술을 절대적이라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술의 계승이라
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보다 예술이 더 우위적인가? 예술이 인간의 인생보
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아비는 너무 잔인하고 독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중H)
“…… 결론은 딸의 눈을 멀게 하는 아버지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고 해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베P)
“이런 행동은 예술자로서의 행위로 이해하면 저는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시각은 사람의 감각 중의 하나로서 나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만 제거될 때 청각이나 상상으로 그 에너지가 이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저도 동의한다. 단지, 남
의 ‘허락 없이’ 미성년에게 신체적 박해를 가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중Ju)

이상에서 보면 학습자들은 소리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 아비가 딸의 눈을 멀게 하는 행위에 대해 예술적인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격적인 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며 비난하고 있다. 이 점에서 문화와 예술
적 측면보다는 인간적인 존엄성이 우위라는 삶의 보편적인 문제에서 학습자들은 공통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에서 딸이 아비를 원망하고 아비의 삶이나 자신의 삶을 파멸로 몰아갔다면 아비와 딸의 삶은 파국과 불행
으로 마감되었을 것이고 굳이 한국적 한의 의미를 고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누이는 아비를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는 모습과, 자신의 영혼의 깊이를 더하여 공동체적 선(善)의 세계에 도달하는 모습
을 보여주었다. ‘이 국면에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습자들은 소리꾼 여인이 아비의 잘못을 수용하고
용서하는 모습에서 답변을 찾고 있다.

“자기의 눈을 멀게 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는 누이의 행위는 정말 대단하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만약
현실에서 발생했다면 딸이 평생 동안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누이가 아비를 원망하지 않은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구원하는 大愛인 것이다.”(중H)
“누이가 아비를 원망하지 않고, 용서를 통해 아비나 타자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영혼의 깊이도 넓힌다. 그리고 용서를
통해 이전의 원망하는 한(실명, 불행 등)이 더 깊고 역동적인 한으로 전환되어 최종적으로 소리로 승화된다. 이 승화는
눈으로 보이는 광명보다는 영혼의 광명이라고 볼 수 있다.” (중O)
“…… 여자아이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미 앞을 못 본 것에 익숙해지며 오히려 청각세계와 상상의 세계에서 소리를 내
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여자는 이미 눈먼 것을 자기의 소리꾼으로서의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소리로 자기의 감정
을 배출함을 택한 것이다. 그는 자기의 소리에 온 생명을 걸고 생명의 가치를 소리에 주입시켰다. 인생 도리에 육안으로
가 아니라 마음으로 감지하여야 영혼의 승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아닌가.”(중Ju)

249
이상에서 볼 때 학습자들은 결국 실명(失明)으로 인한 원망과 불행은 용서와 체념과 소리를 통한 영혼의 해방으로 해
소된다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수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딸이 아버지를 평생토록 원망하는 것이 상식
이겠으나, 소설에서 소리꾼 여인은 아버지를 용서함으로써 원망의 한을 역동적인 생성의 한으로 승화시켰다고 학습자들은
이해하고 있다. 그들은 소리꾼 소녀의 불행에 가슴 아파하지만 한편으로 한국적인 한의 역동적인 승화라는 정서를 경험하
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중Ju>는 다음과 같이 주제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선학동 나그네를 읽고 나서 가장 감명이 깊은 것은 ‘한’이라는 것이다. 소리꾼 여자는 자기의 한을 소리에 담아 생
명을 바쳐 소리를 애창하였다. 그리고 한을 소리에 실어 선학동에 몸을 담아 한 마리의 학이 되기를 소원했다. 결국 여
자는 학이 되어 선학동에 영원히 머물게 되며 물아일체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녀는 자연으로 회귀하는 방식으로 한이 많
은 인생을 바쳤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소설에서 인생의 한을 어떻게 푸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 같다.”(중Ju)

한국인의 정서에 대해서 학습자 대부분이 한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한의 이미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다른 학습자 역시
한국인의 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한이 용서와 미적 승화로 이어진다고 이해하고 있다.

“이 소설을 통해 느낀 것은 한국인의 민족 정서와 감정보다는 ‘용서와 화해의 힘’이라는 것이다. …… 이 소설을 통해 예
술가가 모든 모순에서 벗어나고 사사로운 감정을 받지 않아야 진정한 예술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중H)
“한은 극히 한국적인 슬픔의 정서이다. 한이라는 것은 분명 부정적 정서에서 출발하지만 적어도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
련되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밝고 건강한 윤리적 정화 장치로서 작용하는 것 같다.”(중Ja)
한국의 한은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관점에서 볼 때는 미적 승화 장치로 작용을 하는 것 같다.(중O)

학습자들은 토론 과정을 거치며 한국적 한이라는 것이 단순히 원한이나 불만이라는 부정적 정서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
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사람은 살면서 행복의 결핍이나 운명적 한계에서 오는 정서를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자존감이나 자기 가치감에 유난히 민감한 한국인들은 그것을 표출하지 못하고 안으로 삭히는 과정에서 한의 심급은 깊어
가게 된다.
한국 민족은 한의 상태에서 좌절하지 않고 이를 해소시키고 극복하려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역동적 생명력과, 손상된
자기 가치감을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와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학습자들은 소리꾼 여인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로
써 학습자들은 한국인의 한의 정서를 부정적이고 슬픈 정서로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의 용서와 미적 승화’, ‘진정한 예
술혼을 위한 미적 승화 장치’,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정서로 한이 쌓이고 풀려가는 삶의 도정’ 등으로 한에 대한 긍정적이
고 사변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역전과 변환의 이해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소설에 나타난 한의 특성에 대해 스스로 품었던 의문들을 이해하
게 되었다.
“스터디를 통해서 등장인물이 아닌 한국인의 민족 정서인 ‘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원래는 ‘한’을 간단하
게 ‘밉다’라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한국인이 지닌 ‘한’은 그 형성원인으로부터 복잡하고 그 의
미도 다양하다. 한국인이 지닌 ‘한’은 사회계급, 지연, 혈연 등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형성되고, 한국 사람들은 그런 ‘한’
을 저항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을 만든다. 이로써 한민족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한문화’가 형성되었다.”(중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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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인 한은 한 자리에 머물지 않은 역동적이면서 조용하고 부드럽게 표출하는 과정이 아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
인 특성을 지닌다고 해석됐다. [선학동 나그네]에 나오는 누이의 소리를 통한 한의 승화나 신명을 찾는 장면이 한의 승
화나 신명의 뜻을 너무나 깊이 담겨있다고 봤다. …… 여기서 한국적 한은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이고 역동적이며 카타
르시스를 해소하는 데에 자유적 해방을 찾는다는 인식을 했다. 또 누이가 아비를 원망하지 않고 소리를 통해 용서하는
장면은 작품으로 표현되는 한국인의 대자적인 한의 특징을 알 수 있게 해 줬다.”(몽골C)

몽골 학습자는 나아가 한국의 한을 몽골의 한과 대비시키고 있다.
“몽골적 한은 어떨까요? 몽골인들은 한의 다양한 요소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해소시킬 때 한국적인 한과 신명과 너무
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었다. 양 민족 무속적 신명 의식이 같아서 자연~우주~인간 일치로 삶의 새로운 에너지 정을 이
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신비스러운 소리인 판소리와 오르팅 도는 나름대로 각각 민족 특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한국
인과 몽골인이 예술적 감각을 통해 자연~우주~인간의 영혼 일치가 되어 삶의 원동력 에너지를 찾는 특성이 똑같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몽골C)

학습자들은 추상적으로만 보였던 한국적인 한의 구체적 모습을 소설의 내용과 정서를 통해 경험하게 되었다. 즉, 기존
의 자국 문화에서 형성되었던 문화에 대한 인식이 한에 대한 이해의 대비를 통해 역전과 변환을 거치면서 막연했던 한의
모습들을 구체적인 차이성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한을 삶의 동력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사건이 극대화되는 비상학의
출현을 통해 아비, 누이, 사내가 각자 품고 있었고 나름대로 해소시켰던 한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가령 <중H>는 초기에 느꼈던 ‘밉다’라는 한의 외연을 보다 확대하여, 한국적 한이란 복잡한 사회 계급적, 혈연적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그러한 한이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으로 수용되어 삶의 생산적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인이 지닌 ‘한’이라는 정서는 중국에서 말하는 ‘한’보다 복잡하고 의미가 더 풍부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 한이
라면 ‘밉다’라는 뜻, 적개심이나 복수의 뜻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인 반면 한국에서 말하는 ‘한’은 여러 가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형성한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을 지탱해가는 힘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중H)

그러나 학습자 <중Ju>는 한을 분열적이고 리좀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즉 한의 의미를 이분화하고 지층화시키는 수목
형 사고로 파악하지 않고 새롭게 구성되는 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영토화와 탈영토화를 거듭해 가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는 새로운 배치를 형성하면서 한국적인 한이 선형적이고 구조적이며 통일성을 지닌 한이 아닌, 아버지, 누이. 사내들 간
의 상호관계성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어가는 분열적․다양체적 성격을 지닌 한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 다시 말해 ‘누이’는 두 남자에게 영혼달래기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누이’가 세 사람의 ‘한’을
끝을 낸 것으로 이해해도 될 듯합니다. …… 사내, 누이, 아버지 사이에 오가는 한은 단순히 사내가 아버지를 향한 단선
적인 한이 아니며 세 사람이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다 분열적이며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중Ju)

4. 2. 3. 선학동 나그네에 나타난 비판적·창조적 이해
작품에 나타난 한의 정서에 대해서 학습자들은 지금껏 자국 문화에서 경험된 지식과 인식으로 한국적인 한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일정기간 한국문화와 정서를 접했다고 해서 갑자기 한국적 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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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러한 한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오해되기도 하고 비판적으로 수용되기도 한다.

“한이라는 것은 물론 한국의 특유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민족적 정서이며 가슴 속에 응어리를 강조한 정서라
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자고로 ‘민족대융합’이 주류로 발전해 왔으며 민족수가 너무 많으니 각 민족의 정서를
일일이 따지기보다 중국이라는 국가의 정서를 소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진나라 때부터 통일된 다민족국가
로 존립해 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족 간의 용합과 전반적인 하모니가 중요시된 것입니다. …… 중국에서 정서는 적극
적이며 융합적인 것인 색채가 아주 농후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인의 정서는 다소 고요하며 쓸쓸한 느낌입니다. 저는 오
늘날 외치는 ‘탈식민주의’가 한의 구체화라고 생각합니다. 탈식민주의는 식민자로부터 당한 억압 혹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의 표출이며 억눌림에 대한 배출이라고 생각합니다.”(중Ju)

이 학습자는 자국의 정서적 특징과 한국적 한의 특징을 나름대로 비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정서는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융합적인 반면 한국의 정서는 쓸쓸한데, 이는 억압되고 종속되어온 민족 정서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 극복과 초월을 위한 노력은 식민주의 정서를 벗어나려는 ‘탈식민주의’의 한 방편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구체적으로 한국적 한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즉 한국적 한의 정서는 근대의
길목에서 생겨난 쓸쓸하고 고요한 속성만이 아닌, 고대 제천의식에서 계승된 밝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천인합일의 정서
와 용서와 화해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의 한은 슬픔과 체념의 속성만이 아닌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즉 고대 제천의식의 ‘가무강신 소원성취’에서 오는 인간과 신과 자연의 합일이 일으키는 감정의 분출과 해
소 그리고 새로운 활력도 한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학습자는 한의 역동적 속성을 판소리에서 발견하고 한국의 판소리인 창을 몽
골의 오르팅 도(Urtiin duu)와 비교하고 있다.

“판소리는 가슴에 응어리지는 한을 승화시킴으로써 마음이 씻기며 삶의 역동적인 원동력이 솟아오른다면 몽골 오르팅
도16)는

들을 때 마음이 맑아지고 멀리 있는 고요한 자연 속으로 스며들어 자연과 일치되어 평화로워지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는 소리이다. ”(몽골C)

한과 관련하여 남도사람들의 소리인 창(昌)의 의미에 대해 다른 학습자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였다.

“소리, 창은 전통문화의 상징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한의 상징이라도 과언이 아니다. 한민족은 많은 고통과 희생을 겪
어왔다. 누이가 결국에 모든 것을 푸는 것이지만 그녀의 소리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눈, 아비와 운명에 대한 한이 아
주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 소리, 창은 한국인의 한을 상징하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중Ja)

이 학습자는 한국인의 한을 고통과 희생의 결과로 인식하고, 창은 그러한 한을 반영한다는 판단에 근거해 이해하고 있
다.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해석이다. 그러나 이 학습자에게는 남도의 창이 단순히 한국인의 고통과 희생을 반영하는 차원
을 넘어 한국적 한이 초월적이고 승화된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완해 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
가 단시간에 한국적인 한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지속적인 대화와 학습이 요구됨을 알려주고 있
다.
16) 몽골 고유의 민요 Urtiin duu(오르팅 도)는 몽골의 대평원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이다. 고도의 발성법을 요하는 이 민요는
긴장된 목청에서 나오는 발성이 독특하고 인후성(咽喉聲)에서 가성으로 통과하면서 강조된다. 오르팅 도는 몽골의 아름다운 자연
과 몽골 유목민의 사상과 철학을 담아내고 있다. (daum지식자료 http://ww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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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인 한과 관련하여 소리와 창에 대한 이해의 지평은 다른 학습자들을 통해 여전히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남도사람의 소리(판소리),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인의 소리는 하나의 오락 형식보다는 하층 민중의 정서를 표
현하는 창구(窓口)라는 것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판소리는 하층민중의 삶에서 기원하고 그 안에 하층 민중들의 희로
애락의 여러 가지의 정서가 들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진실하게 반영하는 예술 형식이라고 생각한다.”(중
H)

이 학습자는 남도의 소리가 하층민의 삶에 배어있는 희로애락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았다. 또 다른 학
습자 역시 창에 스며든 슬픔과 흥을 내재한 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남도사람의 소리에도 그 사람들의 정서가 담겨 있을 것이며 특히 이청준의 경우 그의 필하에 창출된 소리들은 ‘한’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누이를 위시한 소리꾼들은 제가 보기에 주변화되는 사람이 아닌 오히려 ‘예술을 위해 생명
을 바치는’ 예술가들로 보입니다. 그것이야 말로 생의 극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장인정신(匠人精神)’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소리를 하는 사람은 소리하는 ‘형식’을 흥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너무 슬픕니
다.”(중Ju)

이 학습자는 한의 의미를 한과 관련된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여 탈영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학생은 한을 예술적
성취와 승화에 연결시키고, 예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소리의 슬픈 내용에 대한 느낌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듯 학습
자들은 단편적인 슬픔의 한이 아닌 다중적인 한으로 그 의미를 확대시켜 감으로써 한국적 한의 창조적이고 다양체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에 접근하고 있다.

5. 결 론
한국적 한이 다른 나라의 한과 다른 점은 그것이 단순히 원한이나 분노의 정서에 머물지 않고 체념과 용서를 동반하고
특이한 정서로 변모해 온 다양체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특이한 한국적 정서인 한을 외국인 학습자에
게 이해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정서가 아무리 특수한 것이라 해도 인간이면 지니는 보편적인
정서를 공통으로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국적인 특수성을 이해시킬 수 있다면 한국적 한을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존재하는 어느 문화이건 나름의 특이성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며 목표문화와 자국문화의
성질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가 곧 자국문화에 대한 이해로 통합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통합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의미와 양상에 대한 인식과 문화 상호간의 상생과 발전도 도
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Neerja Samajdar, 2017:181)
따라서 본고는 역사를 통하여 한국적 한의 환경적․심리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선학동 나그네를 선정하여 한국어 학습
자들로 하여금 감상문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한국적 한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학습자
중심의 글쓰기 학습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하고 피드백을 받고 토론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
들이 기존에 지녔던 한국적 한에 대한 인식을 수정하고 보완하였으며 한에 대한 새롭고 창조적인 이해도 가능하게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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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글쓰기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한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위해 등장
인물, 주제, 사건 전개, 사상적 흐름, 정서적 변화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작품 내용을 읽어가면서 작품 전체를 통해 형성
되는 느낌과 분위기를 인식하였다. 둘째, 전반적인 작품의 정서를 파악한 후 한과 관련된 작품의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한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셋째, 작품을 읽을 때마다 매번 작성한 감상문을 토대로 피드백과 토론과정을
거침으로서 한국적 한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정립하고 나아가 자국의 정서문화와 비교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학습자들은 이제 감상문 쓰기 활동을 통해 쓰기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적 한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형성함으로
써, 한국뿐만 아니라 자국 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동시에 한에 대한 개념을 다
른 관점에서 고찰해 봄으로써 한국적 한의 개념을 창조적이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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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감상문 쓰기를 통한 한국 정서 한(恨)에 대한 이해 교육”에
대한 토론문
박수진(경일대학교)

이 논문은 한국적 정서인 ‘한’을 감상문 쓰기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습
니다. 한국적 ‘한’의 특성에 대해 Whitehead의 창조성(creativity)과 Deleuze(multiplicity)의 다양체적 특성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제시하고, 고급 학습자 7명의 3회에 걸친 감상문 쓰기를 통해 학습자 간, 교사 간의 토론과 피드백으로 ‘한’의 이
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양한 유학 목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문학 등을 학습하고 있는 시기에 한국인이라면 누
구나 이해하고 있는 ‘한’에 대한 교육을 고민하셨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를
감상문 쓰기를 통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매우 쉽게 적용할 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이를 교육 현장에서 좀 더 쉽게 활용하기 위해 궁금한 것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발표문에서는 ｢선학동 나그네｣ 작품을 3회 읽고, 읽을 때마다 감상문을 작성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피드백을 받게 하
여 ‘한’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하게 하였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상문 작성과 토론, 피드백의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수업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① ‘쓰기 전, 중, 후 활동의 적절한 쓰기 전략을 응용하여 감상문을 작성하였다.’
② ‘초고를 읽고, 부적절한 표현과 논리전개를 새롭게 하여 고쳐 쓰도록 하였다.’
③ ‘학생 간, 교사 간의 피드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의 이해를 위한 쓰기 학습 과정이 2015년 1월∼8월, 2017년 3월∼2018년 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중간에 1
년 6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고, 장기간에 걸쳐 쓰기 학습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3회에 걸친 읽기 과정과 감상문 쓰기,
토론과 피드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제시되지 않아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연구 대상인 학습자들의 국적이 중국, 베트남, 인도, 몽골인데 이해의 정도가 언어․문화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달
라진다면 이를 어떻게 수업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특히 4장의 감상문 쓰기를 통한
‘한’의 이해 과정을 ‘공감적 이해→ 심화된 이해→ 비판적·창조적 이해’ 과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고수준으로 가면서 몽골
과 중국 학생의 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도나 베트남 학생들의 글도 같이 제시되어 있으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이해
수준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어떠한 개인차, 언어․문화권의 차이가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4.2.3. ｢선학동 나그네｣에 나타난 ‘한’의 비판적·창조적 이해 과정에서, 한 중국학생은 ‘탈식민주의의 한 방편’으로, 다른
학생의 ‘고통과 희생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이러한 것은 한국적 ‘한’에 대해 온전히 이해한 것이
아니므로 설명이 추가되고, 지속적 대화와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한정된 학습 기간 동안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한’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어떻게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분과

5
말하기 평가 일반 1

사회 : 이진경(건양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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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기반 한국어 말하기 평가 모형 개발
이지용(중앙대학교)

1. 서론
최근 대학에서의 한국어 즉, 학문 목적 한국어 과정으로서의 교양 한국어 과정의 개설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수업이 학생들의 대학 수학을 위한 한국어 능력에 실제 효용성이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
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부분의 교양 한국어 과정은 집중적인 언어 코스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수업당 학생의 수도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한국어 수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인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모바일 기반의 말하기 평가 방법을 교양 한국어 과목에 도입하여 온
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는 평가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은 현 수업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학습자
개인별 맞춤형 학습관리 및 진단, 처방, 그리고 평가문항과 학습자 답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
다. 온라인을 통한 학습자 능력의 진단을 통해 오프라인 교실수업의 시간을 더 확보하게 되어 수업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평가에 대한 교사의 부담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정확한 평가,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데이터로 축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수-학습과 평가에 유용한 토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평가 체제의 구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평가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모바일 기반 말하기 평가
교육과학기술부(2011)에서는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에 대한 보고서에서 교육 분야에 다양한 IT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콘
텐츠 출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교육 분야 학습기기가 PC 위주에서 태블릿PC, 스마트폰과 함께 모바일 미디
어 플랫폼으로 확장됨에 따라 시간, 장소, 기기의 제약 없이 학습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학습의
형태가 출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스마트교육을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 학습 체제로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
법 및 평가 등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동력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교육을 통한 교실혁명을 이루기 위해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온라인 수업 및 평가의 활성화, 교육 콘텐츠 자유 이용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등의 과제
를 추진할 것을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2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는 국내 초중고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고서
이지만,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수업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모바일 기반의
IT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어 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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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관련된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구영일·박충식(2013)
에서는 개인화된 스마트 기기와 고속통신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의 지능화를 스마트
기기 환경의 특징들로 보았다. 이러한 첨단 스마트 기기 환경을 이용하여 보다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학습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피드백을 개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임병노·임정훈·성은모(2013)에서는 스마트교육의 핵심 속성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적 상호작용, 지능적 맞춤형
화를 통한 학습효과의 극대화, 학습 자원의 확장성을 통한 학습 공간 및 기회의 확대, 자기주도적 창발성을 통한 자기주
도학습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스마트교육이란, 단지 매체를 활용하여 수업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스마트 기기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교수-학습의 총체적 변화로서 바라봐야 한다. 이는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와 역할,
교육 내용과 방법, 그리고 교육 과정과 교육의 목표까지, 실로 교육의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마트교육의 주요 특징으로는 ‘개인화, 즉각적 상호작용,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풍부한 자료’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스마트교육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2011)에서는 ‘자기주도적, 흥미, 수준과 적성, 풍부한 자료, 정보기술 활용’이
라는 5가지의 특성으로 개념을 정리하였다.

[그림 1] 스마트교육 개념도, 교육과학기술부(2011)

1) “한국, 스마트폰 사용률 세계 1위: 시장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 세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률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각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퓨 리서치가 19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터넷 사용률
96%, 스마트폰 사용률 94%을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정보화율이 높은 국가로 집계됐다. 한국을 포함해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캐
나다, 미국, 이스라엘,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이 인터넷 사용률 90%가 넘는 국가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률은 주요 선진국들
이 평균 72%로 집계됐다.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스마트폰 평균 사용률은 42%로 조사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률은 타 지역
에 비해 북미와 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 여전히 높았다.”(파이낸셜뉴스, 추현우, 2018.06.21.)
본 기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폰 사용률에 대한 조사이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에 유학을 온 학생들이 한국적 인터넷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특히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사용률이 급속도록 퍼져 있으며, 이로써 모바일 문식성, ICT 문식성 등
에 대한 새로운 도구를 통한 문식성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58
이러한 스마트교육은 ‘모바일 러닝, 모바일 기반 학습’등의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2) 모바일 러닝은 다양한 학습 분야
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특히 외국어교육과 평가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
에, 영어 교육에서는 이미 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연구인 김정태(2016)에서는
컴퓨터 기반 외국어 말하기평가는 대체로 어학 실습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언어평가 환경에는 컴퓨터실이
수험장이 되어야 해서 예산 낭비가 초래됨을 문제로 보았다. 즉 동일한 시간과 장소로 수험들을 집합시키는 비용과 시간
의 비효율적인 투입이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존의 어학실습실에서 시험을 시행하는 외
국어 말하기 언어평가 모형의 제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영어 말하기 평가 수행 모형을 제시하였다.
문지은 외(2014)는 스마트 러닝 환경에서 학습자 평가 관리를 위한 웹 및 앱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험
평가, 시험결과 분석 등에서 스마트교육 환경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한 채 기존의 평가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면대면 교실수업에서 활용될 경우에 전통적인 교육기구로는 할 수 없었던 학습활동에 대한 기록을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갖고 있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오프라인 면대면 교실 내 학습활동에 대한 정
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고 교실수업 후 피드백과 평가에 연계시키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및 팀을 기반으로 수행한 학습결과물을 발표하는 경우, 동료 및 교사 평가
가 가능한 앱을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재훈 외(2013)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학습과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
나 학습할 수 있게 되며 학습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학교현장에서 웹앱을 이용한 범교과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협력과 교수자료를 쉽게 올리고 관리하기 쉬운 직관적인 사이트가 필요하며, 교사
에게는 스마트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수방법을 적용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키우기 위한 연수
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숙희(2018)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토익스피킹 수업운영에 대한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교수자의 수업운영과정과
학습자의 경험을 토대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수업운영 사례를 통해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이 교과의 특성에 맞
게 어떻게 맥락화되어 가는지, 그리고 학습자의 경험을 통해 교수학습활동의 주체가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원
활히 전환되어 구성주의적 학습환경이 구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운영된 토익스피킹 수업의 평가에서는 결과 중심이 아닌 학습자의 학습 활동 참여과정을
중심으로 평가되었다. 주요 교수학습활동인 피드백 및 활동보고서 작성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수업 중, 후에 이루어졌으
며, 학습자는 피드백 활동을 통해 자신의 학습 내용을 확인 및 수정하면서 학습 내용을 내재화하였다고 밝혔다. 이때 교
수자는 학습과정의 도우미로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면서 그들의 학습을 촉진하고 지속시키
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교수자의 비중이 최소화되면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구조화하게 되었음을 증명하
였다.
이처럼 영어 교육에서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자 평가 시스템, 특히 말하기 평가와 관련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2) 김동형(2005)에서는 모바일 러닝의 특징으로 다음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자기주도성: 학습 능력, 학습 상황에 따라 학습을 스스로가 속도를 조절하며 진행하여 자율적인 학습 촉진
- 편재성: 장소와 시간의 제한 없이 실시간 학습 가능
- 즉시 접속성: 편리성, 접근 용이성, 장비 준비하거나 장소 이동 없음
- 학습공동체 형성: 상호작용
- 개인성: 학습자 중심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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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학습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분석과 활
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졌다. 그렇지만 평가용으로, 특히 교사의 면대면 평가가 요구되는 말하기 영역에서 수
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모바일 기반 방법론 개발에 대한 연구는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실제 대학에서의 교양 한국어 수업인 ‘아카데믹 한국어’ 강좌를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말하기 평가 모형을 개발함으
로써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대학 한국어 평가 방법에 대한 요구 조사
본 연구에서는 C 대학교 아카데믹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6명과 학습자 3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
다.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아카데믹 한국어 수업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을 검토하기 위해 교사 6인을 대상으로 다시 2차 설문을 받아 모형을 수정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진행의 절차와 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 개요
설문 기간

설문 대상

2018년 10월 12일

아카데믹 한국어 수강 학생

2개 강좌, 39명

2018년 10월 12일 ~ 21일

아카데믹 한국어 수업 담당 교수

6명

3.1. 학습자 대상 설문 분석 결과
아카데믹 한국어 수강 학생 3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습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모바일 사용 상황에
대한 정보, 그리고 말하기 평가와 관련된 요구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1. 기본 정보: 학습자
학습자의 배경과 관련한 기본 정보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국적, 토픽 등급, 한국 체류 기간과 한국어 학습 기간,
자신에게 필요한 한국어 학습 영역, 학습 고충, 한국어 교육원과 아카데믹 한국어 수업의 차이로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조사하였다.

<표 2> 설문 대상 학습자 정보
항목

성별

연령

국적

토픽

세부항목

남자

여자

20대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없음

3급

4급

인원(명)

16

23

39

36

1

1

1

6

12

21

설문 결과, 학문 목적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전체가 20대로 조사되었으며, 국적은 중국인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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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였고, 토픽 4급에 해당하는 학습자가 많았다. 설문 대상 대학인 C 대학의 특정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적어도
아카데믹 한국어라는 수업에서만큼은 학습자들 사이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설문조사
결과의 일관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학습자들의 한국 체류 기간과 한국어 학습 기간을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두 항목에서 모두 1년 이상에서 2년 이하의
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두 항목 모두 1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가 많았
다. 이러한 사실 역시 학습자들이 학습 배경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사한 기
간의 학습과 한국 거주 경험은 학습에 있어서의 필요로 하는 부분, 즉 학습적 요수 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일치점
을 보여주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25
20
15
10
5
0

1년 이하 1년~2년 2년~3년 4년 이상

25
20
15
10
5
0

1.0
0.8
0.6
0.4
0.2
0.0

듣기

말하기

한국체류기간
한국어학습기간

읽기

쓰기

기타

자신에게
공부하기
필요한 공부
힘든 부분

[그림 2] 한국어 학습 배경에 대한 설문 결과
이러한 학습자의 현재 학습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한국어 학습 영역과, 가장 공부하
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두 영역 모두에서 말하기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
영역에서는 말하기 다음으로 쓰기가 꼽혔는데, 이는 표현 능력에 해당하는 학습이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가장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공부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하였는데, 그 이
유에 대해 함께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 학습 상황에 대한 세부 내용

말하기(27)

·
·
·
·

발음
연습
발표
발표

연습 방법을 모름 (10)
대상, 기회의 부재 (9)
시 긴장
관련 지식의 부재, 용어의 어려움

듣기(4)

· 수업을 알아들을 수 없음
· 연습 방법 모름
· 듣기 대상 부재

쓰기(8)

·
·
·
·
·

어휘, 문법(5)
기타(3)

번역기 의존하게 됨
숙제가 어려움
연습 방법 모름
연습 시간이 부족함
쓰기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을 모름

· 문법의 실제 사용 방법 모름
(일상 중 사용 방법, 자연스러운 사용법,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적용 방법 등)
·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싶은데, 방법 모름
· 열심히 공부하지만 실력이 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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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카데믹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은 대체적으로 실제 수업이나 학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한
국어와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위해 연습하고 이를 진단하거나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연습의
장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말하기의 경우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의 대상과 기회
에 대한 요구가 강했으며, 말하기를 통한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 단계로 볼 수 있는 발음에 대한 연습과 진단에 대한 요
구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의 학습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기본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교육원 수업과 아카데믹 한국어 수업의
차이에 대해 학습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들 수업 간의 학습 목표와 교육과정에 대해 그 차이점
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학습자들이 한국어 수업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한 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교육원 수업과 아카데믹 한국어 수업 목표와 과정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
식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한국어 교육원 수업과 아카데믹 한국어 수업: 학습자

한국어 교육원

·
·
·
·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배우므로 전반적인 말하기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함
발표 연습이 부족함
매일 수업이 있으므로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음
연습의 기회가 많아서 긴장감이 덜하고,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음

아카데믹 한국어

·
·
·
·

발표하기나 말하기에 집중되어 있음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으로 충분하기 않음
대학 수업에 도움이 됨
시험의 난이도가 높음

학생들이 다녔던 교육원이 모두 같지는 않으며,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교육원에서는 배우는 시간이 더
길고 연습 기회가 많아서 긴장감이 덜하고,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지만 발표 연습 등의 말하기 연습은 부족하다고 답하였
다. 이에 비해 아카데믹 한국어 수업은 학업에 도움이 되며 어휘 문법보다 말하기 쪽 기회가 많은 것을 장점으로, 특히
발표 연습 등의 말하기 활동이 많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그러나 수업 시간 자체가 충분하지 않으며 시험의 난이도
가 높다는 점을 단점으로 들었다.
학습자들은 한국어 교육원과 아카데믹 한국어 수업의 교육 목표 및 교육 과정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
실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한국어 학습 영역인 말하기, 그 중에서도 발음이
라는 점과 연습 대상 및 기회의 부족이라는 조사 결과를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있겠다.

3.1.2. 모바일 사용 상황
학습자들의 모바일 사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작하였다. 먼저 모바일 기기의 정의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과 같이 이동 중 사용이 가능한 IT 기기”로 제시한 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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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십니까?
2. 모바일 기기를 하루에 어느 정도,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주로 무엇을 하는지 써 주십시오.
▸시
간: 1시간 이하/ 2시간/ 3시간/ 4시간 이상
▸장소/상황: 이동하면서/ 집에서 쉬면서/ 항상/ 기타(
)
▸사용 내용: 검색/ 게임/ 채팅/ 쇼핑/ 학습/ 업무/ 기타(
)
3. 모바일 기기로 한국어 학습을 한 적이 있습니까?

네(4번 질문으로)/ 아니오(6번 질문으로)

4. 구체적으로 어떤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했는지, 한국어의 어떤 부분을 학습했는지 써 주십시오.
▸사용한 앱/웹사이트:
▸학습 내용: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어휘/ 문법/ 발음/ 평가/ 사전/ 기타(
)
▸모바일 기기로 학습하는 시간: 30분 이하/ 1시간/ 2시간/ 기타(
)
5. 모바일 기기로 한국어를 학습한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②
매우 도움이 됨
조금 도움이 됨
▸ 위 대답의 이유를 써 주십시오.

③
보통

④
별로 도움이 안 됨

⑤
전혀 도움이 안 됨

6.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한국어 공부를 한다면, 어떤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당신의 생각을 써 주십시오.

1번 문항의 분석 결과 39명 전원이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2번 문항인 사용 시간과 장소 및 사용 목적에 대
한 설문 결과, 매일 3시간 이상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이 27명으로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모바일 사용
및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집에서 쉬면서’ 사용한다는 대답이 25명으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동 중에’ 사용한다는 대답은 11명, ‘항상’ 사용한다는 대답에는 3명이 답하였다. 이로써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모바일 활용
상황에 상당 시간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번 문항은 학습자들의 모바일 활용 학습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경험 유무에 따라 이후 답변 문항을 분리하
여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설문 대상 39명의 학습자 가운데 30명이 모바일 기기에서 한국어 학습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대답하였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은 이미 모바일 환경을 통해 상당 부분의 학습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모바일을 기반으로 학습 내용과 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를 확인할 수 있다.3)
모바일을 활용하여 한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복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모바일 사용 목적에 관해 물었다. 조사 결과 ‘검색’과 ‘게임’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탔으며, ‘학습’이 그 다음 빈도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로 표시한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 드라마나 동영상 시청이
라고 답한 항목들이 있어 실제 ‘학습’으로 볼 수 있는 빈도는 더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3) ICT 리터러시, 스마트폰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등으로 일컬어지는 리터러시 능력이 한국어 학습의 기회와 학습 방법 및 관련
정보 습득에 대한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기치는 영향 등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영어 교육에서도 스마트 교과서
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접근 능력과 활용 능력이 결국 학습자의 언어 능력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2000)는 ICT 리터러시를 ‘정보 기기의 하드웨어 및 이들 기기의 운영 및 정보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
술과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KERIS(2002)에서는 ‘건전한 정보윤리
의식을 가지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적절한 곳에 접근하여 찾아 가공하고 효과적으로 활용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즉 ICT 리터러시를 ‘지식기반 사회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정보에 접
근하고, 정보를 관리 및 구성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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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바일 사용 목적과 모바일 활용 학습 내용: 학습자
이와 더불어 모바일을 활용해 한국어 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사
용했는지 적어 보게 하였다. 그 결과, ‘네이버’를 사용한다는 학습자가 16명, 유튜브 1명,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사이트라
고 적은 학습자가 1명 있었다. 이 외에도 학습자의 자국에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는 학습자가 6명이 있었
다. 이를 통해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모바일에서 학습자 모국어로 된 애플리케이션보다 한국어로 된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지는 못했지만 모바일을 활용해 주로 학습하는 영역에 대해 복수로 체크하게
한 문항의 조사 결과를 통해 이를 유추해 볼 수 있겠다. 모바일 활용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어휘와 듣기, 사전, 문법에
대한 내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네이버’의 ‘사전’을 통해 ‘어휘’를 검색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로 그러한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듣기’ 학습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모바일을 활용해 학습하는 내용 가운데 ‘말하기’가 가장 적은 빈도로 조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가장 필요하지만,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말하기’라고 답한 학습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앞서 제시한 사실과 비
교해 보면 ‘말하기’ 항목은 실제 모바일을 활용해서 학습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
분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가’ 부분 역시 모바일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진단’을 받고 싶어한다는 요구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모바일을 통해 어휘 검
색은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학습자 개개인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학습을 위한 활용도는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의 모바일 활용 능력이나 사용 시간과 비교하면 이를 구체적이고 효용성 있는 학습의 수단으로 개발할
필요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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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모바일 사용 시간 및 모바일 활용 학습 시간: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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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을 활용하여 하루 평균 어느 정도의 한국어 학습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라고 답한 학생
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앞서 제시한 하루 평균 모바일 사용 시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하루 평균 3
시간 이상 모바일을 사용하며, 이 가운데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한국어 학습에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다시 말해서 모바일을 통한 한국어 학습의 비중이 꽤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모바일 기기 학습의 유용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모바일을 활용하여 학습한 경험이 있는 30명 가운데 19명이 ‘매우 유
용’과 ‘조금 유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11명이고, 유용하지 않다고 대답한 학습자는 없었
다. 유용성에 정도 평가 답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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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바일 학습 유용성: 학습자
이 같은 사실로 볼 때, 학습자들은 모바일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에 대해 대체적으로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접근
성, 편리성, 공신력 있는 정보의 제공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보통이라고 답한 학습자들도 11명이나 있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이유로 제시한 내용을 통해서는 그 효과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 가장 학습이 요구되는 영역
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 등을 그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학습의 방법과 학습 내용
의 실제성, 그리고 진단 및 피드백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가 충족된다면 모바일 활용 학습에 대한 유용성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모바일 활용과 관련된 마지막 설문 문항은 모바일을 활용하여 어떤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단어 검색과 암기, 발음 연습, 정확성 진단과 관련
된 내용이 제시되었다. 또한 게임이나 음악, 드라마 등을 활용하여 학습의 흥미도를 높이는 방법이 고안되었으면 좋겠다
는 내용도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앞서 제시된 설문 내용에서와 같이 정확한 정보에 대한 확인, 단어 정보의
내재화, 발음 연습 등의 내용적인 부분과 더불어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자연스러운 실제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방법
적인 부분에 있어서 모바일이 구현할 수 있는 특성을 잘 파악하여 필요 사항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3. 말하기 평가에 대한 인식
7번에서 10번 설문 문항에서는 학습자들이 아카데믹 한국어 수업을 통해 진행되는 말하기 평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
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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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어 수업 시간에 말하기 시험을 볼 때, 선생님에게 일대일로 평가받거나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충분함

②
충분한 편

③
보통

④
별로 안 충분함

⑤
전혀 안 충분함

8. 말하기 평가와 피드백을 얼마나 자주 받고 싶습니까?
① 수업 시간마다 매번 평가와 피드백을 받고 싶다.
② (
)에 (
)번 일대일 평가와 피드백을 받고 싶다.
③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만 일대일 평가와 피드백을 받고 싶다.
④ 기타 (
)
9. 모바일 기기를 통해 수업 시간 외에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하고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③

④

⑤

보통

별로 도움이 안 됨

전혀 도움이 안 됨

②

매우 도움이 됨
조금 도움이 됨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써 주십시오.

먼저 수업에서의 말하기 시험 시 선생님께 일대일로 평가받거나 피드백 받는 시간이 충분한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매우 충분함’과 ‘충분한 편’이라고 대답한 학습자가 각각 15명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서 말하기 평가와
피드백을 얼마나 자주 받고 싶은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업 시간마다 매번 평가와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고 대답한 학
습자가 13명,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에만 일대일 평가와 피드백을 받고 싶다는 학습자가 19명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1학기에 1회/5회’, ‘2주에 1회’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학습자들의 1/3에 해당하는 13명의 학습자는 매번 피드백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에만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학습자의 경우도 일대일의 피드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습자들이 대체적으로 현재 강의에서의 평가와 피드백 방식이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일대일 평가와 피드백에 대한 요구도 높다는 다소 모순된 설문 결과를 통해 평가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학습에 대한 요
구가 함께 나타난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한국어 강의에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말하기 연습을 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유용도를 조사하였
다. 그 결과 매우 유용할 것 같다는 의견이 13명, 조금 유용할 것 같다는 의견이 8명, 보통이라는 의견이 16명이었으며
별로 유용하지 않다거나 전혀 유용하지 않다는 의견에 각각 1명이 답하였다. 강의에서 모바일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학습자들의 수용도 역시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용성 평가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
사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

20

15

15

10

10

5

5

0

0
매우
유용함

별로
유용하지
않음

유용함

유용하지 않음

·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도 한국어 연습이나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좋다.
· 선생님의 자세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 많이 연습할 수 있어서 긴장이 덜 되고 자연스러울 것 같다.
· 나의 실력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 교사와 직접 만날 수 없어서, 관리가 어렵다.
· 마음대로 말해서 틀린 것을 모르고, 발음도 연습하지 못한다.

[그림 6] 모바일 활용 말하기 학습 유용성: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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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모바일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 자체에 대해서 유용하다고 평가한 학습자보다도 한국어 수업에 모바일을 함께 활용
하는 방식에 대해 유용하다고 평가한 학습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유용하지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
다는 사실을 통해 수업에 모바일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실제적인 우려의 표명도 명시적으로 드러났음을 알 수 있
다. 우려되는 점으로는 교사와 직접 만나지 못한다는 의견과 학습자에 대한 진단이 수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기기를 통해 평가받고 싶은 한국어 말하기의 세부 내용을 조사한 결과, 정확한 발음, 어휘 및 문법
을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발표하기나 연설하기, 말하는 태도,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 등에 대해 평가받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4)
지금까지 아카데믹 한국어 수강 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한국어 말하기 평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설문 조사로
밝혀진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문 목적으로의 한국 유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 기능은 말하기이며, 한국어 말하기를 학습할 수 있는 효과적
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모바일을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 시, 학습한 내용의 정확성을
진단받기 원하며, 모바일을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을 하는 것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편이다.
모바일을 활용하여 한국어 말하기 수업의 평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때 학습자가 원하는 것은 교사의 자세한 피드백과 연속적인 진단 시스템, 긴장감 완화로 인한 정의적 편안함과 편리함
이다. 또한 이때 평가받고 싶은 말하기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발음의 정확성, 어휘 및 문법 사용의 정확성, 발표하기나
연설하기 등의 대학 생활과 관련된 기능, 말하기의 비언어적인 요소들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교사 대상 설문 분석 결과
아카데믹 한국어 수업을 진행 중인 담당 교사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 대상 설문 조사는 2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 설문에서는 교사에 대한 기본 정보와 모바일 사용 상황 및 말하기 평가와 관련된 요구 사항을 조
사하였으며, 2차 설문에서는 1차 설문을 바탕으로 설계한 평가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1차 설문
에 대한 결과를 본 장에서 제시하고, 2차 설문의 결과는 4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3.2.1. 기본 정보: 교사
교사의 기본 정보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경력, 주요 강의 과목, 수업 시 고충 사항, 한국어 교육원과 아카데믹 한
국어 수업의 차이로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조사하였다.

<표 5> 교사 기본 정보
항목

성별

연령

경력

세부항목

남자

여자

30대

40대

50대

5년~7년

7년 이상

인원(명)

1

5

4

1

1

1

5

4) 발음의 정확성(19), 어휘의 정확성(11), 어휘의 사용량, 발표하기(8), 대화 능력(4), 말하는 태도(3), 듣기(2), 연설하기(1), 자연스러
운 발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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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수들의 경력이 대부분 5년 이상이며, 주요 강의 과목으로 제시한 내용이 대학 교양으로서의 한국어, 즉 학문 목
적 한국어 수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아카데믹 한국어 담당 교사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다.5) 다음으로 수업 시, 특히 말하기 평가 시의 고충 사항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물었다.

<표 6> 말하기 평가 고충 사항: 교사
· 평가 시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는 점
· 들으면서 즉시 평가해야 함
· 학생들의 말하기 시험 응시 순서가 평가에 영향을 끼침
· 평가 시간의 부족함
· 평가 기준 공유의 어려움
· 객관적인 평가 결과 도출의 어려움
· 평가 방법의 타당도
· 정확한 평가 기준의 마련
· 평가의 공정성

교사가 인식하는 한국어 교육원 수업과 아카데믹 한국어 수업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개인차가 있었지만 가장 큰 차이
로 인식되는 부분이 학습자 인원수이다. 한국어 교육원은 수업을 듣는 학생의 수가 많아야 20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
생의 이해도나 발화 참여도를 교수자의 임의대로 조절이 가능하여 학습자의 강점이나 약점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고 학습
자 성향에 따라 수업 방식을 정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원의 말하기 시험은 대체로 1:1 면대면 형식의 평가가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아 학습자의 정확성 및 유창성 파악이 용이하고 평가에 있어서도 말하기 평가 일정이 따로 잡혀 있어
평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충분하다. 이에 비해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교사가 주관적인 판단
으로 채점을 할 경우가 있어 일관적이고 신뢰도 있는 채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비해 아카데믹 한국어 수업은 학습자의 동기가 학문 목적으로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할 때 강의 중에
수행해야 할 과제에 초점을 둘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자 개인이 말하기 연습을 충분하게 할 수 없다. 또한 대학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강좌 역시 교수가
개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교수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채점을 하고 세부적이고 자세한 평가 기
준이 마련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무엇보다도 수강생의 수가 한국어 교육원의 2배 정도가 많은 편으로 학습자 요구나 성향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으며
수업에 있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평가가 형식적인 부분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평가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학습자 능력을 자세히 측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학습자들의 숙달도 차이도
큰 편이어서 같은 반이라고 하더라도 마치 초등학교 1학년과 6학년이 한 반에 섞여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을 때도 있
고, 이에 모든 학습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수업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어서 진행해야 할지 늘 고민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요컨대 교사들의 말하기 평가 관련 고충으로는 평가 대상 인원, 신뢰도 있는 평가 방법, 평가 기준의 정확성 등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5) 한국어학의 이해, 실용 한국어, 아카데믹 한국어, 대학 한국어, Elementary Korean Language, 한국어 초급, 기초 한국어, 한국어의
표현, 인간과 언어, 언어와 의사소통, 공감프레젠테이션, 학문 목적 한국어, 한국어 읽기 쓰기, 한국어 말하기 듣기, 창의와 소통, 글
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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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말하기 평가 및 모바일 활용 관련 인식
아카데믹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말하기 평가 및 모바일 활용 관련 인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1.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과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셨는지 써 주십시오.
2. 현재 담당하고 계신(아카데믹 한국어) 한국어 수업에서의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식, 특히 말하기 평가 방식에 대해 써 주십시오.
3. 선생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2번에서 말씀하신 방식의 평가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말하기 평가 방식에서 보완하고 싶은 부분을 자세하게 써 주십시오.
4. 말하기 평가 방법이나 내용의 구성에 대해 학습자와의 충분히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매우 충분함
충분한 편
▸위 답변에 대한 이유를 써 주십시오.

③
보통

④
별로 안 충분함

⑤
전혀 안 충분함

5. 평가 시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이나 상황을 고려한 평가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와 함께 답변을 써 주십시오.
6. 학습자 개개인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매우 충분함
충분한 편
▸위 답변에 대한 이유를 써 주십시오.

③
보통

④
별로 안 충분함

⑤
전혀 안 충분함

7. 앞으로 수업의 말하기 평가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다면 어떠한 기술이나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써 주십시오.

첫 번째 문항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6명 가운데 3명이 진행한 적이 있다
고 답하였다. 이 가운데 2명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진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하였는데, 각각 학
습자 형성 평가와 요구 분석 설문을 모바일을 통해 진행하였다고 밝혔다.6) 이 외에 사용한 적은 없지만 학습자들이 배운
내용을 스스로 복습하고 점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응답이 있었다. 이를 통해 이러한 모바일 기
반의 수업 진행을 시도해 보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문항은 아카데믹 한국어 수업의 말하기 평가 방식에 대한 것이다. 아카데믹 한국어는 공통 과목으로 담당 교
사들 간의 어느 정도 합의가 있을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하였다.7)
6) 한국어 바로 알기(외국인 대상 정서법 관련 수업)라는 수업에서 소크라티브를 활용하여 학습자 형성평가를 진행하여 학습에 있어
이해도를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아카데믹 한국어 수업 개강 때에 학습자 요구 분석 설문을 QR 코드로 실시하였다고 답하
였다.
7) 아카데믹 한국어 강의계획서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개요와 목표, 및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이 과목에서는 TOPIK 3급 이상의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및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전략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 생활 및 강의 수강에 있어 적응력을 높이고 전공 지식 습득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외국인 학생들의 원활한
한국어 소통을 위하여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활용하고, 유학생들이 대학 수강에 있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및 과제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전략을 교수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 이 강좌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고, 한국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전략을 학습하는 데 목표를 둔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어 능력 배양
- 어휘와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TOPIK 기준 3급 이상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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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믹 한국어 수업에서 말하기 평가와 지필 평가를 통해 학습 성과를 확인하고 있는데 말하기 평가는 조별로 주제
를 정해 PPT를 활용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즉, 말하기 평가는 매주(총 9~10회) 수행하는 팀별 발표와 학기말 1회의
개별 발표 두 가지로 나뉜다. 팀별 발표는 매주 수행한 점수를 팀의 점수로 채점한다. 개별 발표는 학생들이 각자 주제를
정한 다음 발표할 때 사용하는 표현, 한 학기 동안 학습한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 시간에 맞춰 발표한다.
발표 대본은 제공되는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한다. 평가 기준으로는 정확성 및 유창성 그리고 발음, 말하기 속도,
발표 상황에 맞는 상호작용 등을 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다. 공통 과목이라고는 하지만, 총괄평가인 기말고사 외에 형성평
가에 대해서는 세부 평가 규정이 구체화되지 못하거나, 모든 교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팀별 발표와 개인 발표가 한 학기에 1회씩 진행되는데, 팀별 발표의 경우 전체 구성원이 직접 말하기를 수행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엄밀히 말하면 말하기 수행과 이에 따른 평가 및 피드백은 대부분 1회에 지나지 않는 셈이 된다.
세 번째 문항은 2번 평가 방식에 대한 근거를 묻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공동 평가 방식이라 할지라도 실제 수업을 진행
하며, 교사가 중요하게 보는 측면이 무엇이냐에 따라 대동소이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조사하는 부분이었다. 그
결과 평가 내용의 선정은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와 관련하여 수업한 내용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은 공통적
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가 방식에 있어 강의실의 여건, 학생의 수, 강의 계획 중 말하기 시험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개개인의 말하기 평가에 대한 시간 할애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팀별 과제나
PPT를 활용한 발표가 대학 강의 수강에 있어 필수적임에도 이를 조별 발표의 형태로 수행하게 했다는 응답이 있었다.
한편 이러한 현재 말하기 평가 방식에서 보완하고 싶은 부분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교사 대부분이
학습자 개개인의 평가를 위한 시간 확보를 필수적 사항으로 뽑았다. 앞서 평가의 고충과 한국어 교육원 수업과의 차이를
언급하며 이미 이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하였는데, 가장 보완해야 할 점으로 또다시 시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시간의 한계점은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알 수 있다.

<표 7> 말하기 평가 방식 보완 사항: 교사
· 시간에 많은 구애를 받지 않는 개개인의 발표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시간에 쫓겨 발표를 하면 평가에 있어서도 신뢰도가 떨
어지고 평가의 진정성에도 무리가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표의 청자 또한 평가에 참여시키고 싶다. 그렇지만 말하
기 평가에서 청자가 되는 학생들의 평가는 국적에 따라 공정성에 문제가 됨으로 시행하기가 어렵다.
· 상세한 평가 기준 및 평가 내용
· 현실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개인별 평가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싶다.
· 개인 발표는 학기말에 1회에 불과한데, 학생 개별로 말하기 실력을 점검해줄 기회가 부족하다. 매주는 힘들겠지만 지금보다
더 많이 학생들의 개별 말하기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싶다.
· 시간적인 제약 부분 없이 좀 더 여유롭게 수시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현재는 커리큘럼상 말하기 수업이 일주일에
2~3시간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는 데에도 급급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말하기 평가를 수시로 하기가 어렵습
니다. 수업 시간을 좀 더 늘리고 학급 당 학습자 수를 적게 하여 수업 시간에 충분히 발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
도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 대학 강의 수강에서 필요한 기능과 다양한 상황 및 과제 등을 분석하기 위한 어휘와 표현을 익힌다.
2) 한국 대학 강의 수강에 있어 필요한 전략 학습
- 대학 강의 수강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인 주제 파악 및 토론, 강의 요약 등의 과정을 학습한다.
- 대학 강의 수강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 전략들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 강의 진행 방식(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강의(Lecture): 말하기 교재와 듣기 교재로 매주 진행, 각 주제에 맞는 내용 설명 및 연습
개인발표(Individual): 추후 주제 결정/ 그룹발표(Group): 주제에 맞는 다양한 과제 활동
중간시험(Mid-term Exam): 개인발표/그룹발표로 대체
기말시험(Final Exam): 지필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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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말하기 평가 방법이나 내용의 구성에 대해 학습자와의 충분히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그 정도성을 교사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한 4번 설문 문항을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전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2명, 별로 충분하지 않
다는 의견이 1명, 보통이라는 의견이 2명, 충분하다는 의견이 1명이었으며, 매우 충분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없었다. 이로
써 교사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듯이 학생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들과 일일이 상호작용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이러한 답변에 대한 이유로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로 평가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가 진행되
어 왔다는 답변이 있었다. 그리고 말하기 평가 후, 적당한 피드백을 하거나 질문을 통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
람직하며, 특히 교사뿐만 아니라 동료 학습자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때 동료 학습자의
역할은 다른 학생이 얼마나 잘했는지, 또는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를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함으로써 발
표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현재 고안된 평가 방법에서는 교사가 어느 정도 해당 발표에 대해 질문
하거나 피드백을 줄 수 있다고 해도 동료 학습자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른 의견들에서도 대부분 발표 준비 과정에서 피드백을 주지만, 시간상의 문제로 충분하지는 않으며 이에 따라 각각
의 교사들이 자체적인 방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말하기 주제 선정 시 학생
들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학습자의 참여도와 관심도를 고양시키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꾀하
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담당 교사들이 말하기 평가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번 설문 문항은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과 상황을 고려한, 즉 학습자 변인이 고려된 평가 수행에 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사는 평가 항목들의 기본적인 목표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크지는
않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단계로 설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학생들 간의 한국어 실력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실력 편차뿐만 아니라, 학생 수와 수업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학습자 개
개인의 수준이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기는 힘들다고 답하였다.8)
6번 설문 문항에서는 학습자 개개인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교사 스스로 정도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별로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이 2명, 보통이라는 대답이 3명, 충분한 편이라고 답한 사람이 1명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답변의 이유로는 말하기 평가 후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습자
수에 비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대부분 답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교사는 팀 발표는 매주 다른 학생이 발표해야 하는 규칙을 통해 한 번씩은 피드
백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 다른 교사는 과목과 별개로 운영되는 상담 시스템을 통해 피드백을 주
기도 하며, 학습자에게 오류 노트를 만들도록 하여 수정 전과 수정 후를 나누어 적고, 교정된 형태를 연습하도록 하여 잘
못된 습관을 바로잡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한다고 답하였다. 즉 교실 수업 시간에 제공하지 못하는 피드백에 대해 교
사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일부 교사는 평소 학습자 개인의 수준과 상황으로 고려하여 평가 시에 반영될 수 있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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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제공
1

2

별로 충분하지 않음

상호작용

보통
충분한 편

3

별로 충분하지 않음

1
2

전혀 충분하지 않음

2
1

보통
충분한 편

[그림 7] 피드백 및 상호작용의 충분 정도: 교사
앞서 살펴본 피드백 제공과 상호작용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학습자와의 교류가 전반적으로 활발하지는 않으며, 그 이
유는 시간의 부족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수업의 말하기 평가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다면 어떠한 기술이나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사들의 실제적인 의견을 물었다.

<표 8> 말하기 평가모바일 기기 활용 방안: 교사
· 학습자 변인에 따라 수준별로 교육 과정이 설계되고 이에 알맞은 평가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가 후에
학습자에게 진단 결과를 상세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 ‘스펙트로그램을 활용한 발음 및 억양 평가 처리 시스템’과 같이 수치로 명확하게 보이는 시스템을 활용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
· 말하기 평가가 학습자 전체 평균이나 특성이 확인될 수 있으면서도 개별적인 학생들의 실력을 자세히 알 수 있으면 좋겠다.
· 말하기 앱을 통해 학생들 개개인이 녹음한 파일뿐만 아니라 발음의 정확성, 주제에 대한 내용의 적절성(핵심 내용 포함 여부)
등이 평가된 데이터를 받고 싶다.
· 발표 과제에 대해서 각자 수행한 결과를 제출하면 기계 자체에서 평가 결과가 학생들에게 바로바로 제공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말하기 실력을 평가할 수도 있고, 게임처럼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
· 평가에 있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다면 교수자 혼자 평가하지 않고 청중들도 평가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통계를 확인하여
본인의 강점 및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통해 학습자의 성향 및 여러 부분에
있어 교수자 또한 확인이 가능하므로 개개인이 필요한 학습 부분을 진단하여 학습과 연계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다.
· 진단 결과의 자동 통계 처리/ 채점자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현재 FACETS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채점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아카데믹한국어1>의 01반, 02반, 03반, 04반, 05반이 있다고 할 때, 모든 분반의 평가지 내용,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등이 동일할
것입니다. 모든 분반이 평가를 끝내고 입력을 마치면, 각 분반의 최고점, 최저점, 평균점, 점수별 분포도(90점대 몇 명, 80점대
몇 명, 70점대 몇 명)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점수 입력을 위한 칸 외에 학습자에게 조언(코멘트)할 수 있는 칸이 마련되면 좋겠다. 그리고 학습자가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면서
평가자가 쓴 조언 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말하기 평가에서 학습자가 말하는 것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학습자의 언어(발음, 문법, 어휘 등)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여
학습자가 자신이 부족한 영역을 깨닫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말하기 능력 평가에 대한 등급표가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1~7단계, 단계별 점수, 내용 등)

요컨대 학습자 개인화 시스템, 발음의 정확성 처리 시스템, 진단 결과에 대한 통계 처리 시스템, 학습과 연계하여 연습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채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 평가에 대한 교사 및 동료 피드백 제공 시스템 등으로 위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은 지속적으로 언급된 시간과 공간의 문제, 인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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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아카데믹 한국어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한국어 말하기 평가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설문 조사
로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문 목적의 한국 유학생의 말하기 평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 교사들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과 피드백
이 충분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 개개인의 말하기 능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4. 모바일 기반 말하기 평가 모형
4.1. 모바일 기반 말하기 평가 모형 제시
이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설문 조사를 통해 도출한 주요 원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 범위로 보고 있는 학문
목적 한국어인 ‘아카데믹 한국어’ 수업을 대상으로 하여 모바일 기반 말하기 평가 모형을 설계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
설문 조사의 결과 모바일 기반 말하기 평가의 주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 및 공간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에게 개별적인 평가 기회와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넷째,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아카데믹 한국어 수업에서 제시되고 있는 평가 방법을 ‘한국어 수업과 모바일 기반 평가
의 병행 설계’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평가를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라는 세 유형의 축을 중심으로 수업
기간 전반에 걸쳐 배치한다.9) 이는 평가가 단순히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하는 기능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과정 중심의
평가, 학습자 중심의 평가, 역류 효과(washback effect)를 고려하여 수업 전체에 입체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평가를 통해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평가 모형은 교실 공간과 모바일 공간을 병행하여 설계된 것이다. 대학 교양 수업으로서의 말하
기 평가의 경우 발표 및 연설 등의 과제로 수업이 진행되고 평가되므로 말하기 과제의 경우 동영상 파일을 활용하여 다
수의 수업 담당 교수가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소개한다. 특히 대학 교양
한국어 수업에서는 진단평가와 더불어 형성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한국어 교육원의 경우 개별적 차이가 있겠지만 일
반적으로 10명~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말하기 평가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와 일
주일 내내 만나기 때문에 학습자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보다 용이하다.
이에 비해 대학 교양 수업으로서의 한국어 강의는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도 교사 1인이 감당해야 한다. 수
9) 총괄평가는 교수-학습의 결과물의 평가로 마지막에 실시하는 것인데 비해 과정의 중간에 실시하여 학습자가 학습 목표의 어느 정도 도달
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가 형성평가이다. 이러한 형성평가 특징을 황정규( 1998)에서는 학습보조의 개별화, 피드백의 효과, 학습곤
란의 진단, 학습동기의 촉진, 교수전략에의 활용 등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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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내용도 어렵고 학습자 개개인에 대한 맞춤별 평가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강의에 대한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하여 교사의 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기
계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총괄평가 과제에서는 교사의 역할을 늘림으로써 평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그림 8] 모바일 기반 평가의 과업 흐름, 김정태(2016)

김정태(2016)에서는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평가를 위한 전체적인 서비스 흐름을 위한 과업 흐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수험자들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완료한 시험의 데이터는 순차적으로 서버에 전송되고, MP3 음
성 파일로 저장되어 채점자들에게 제공된다.
채점자들은 채점을 위하여 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1명의 수험자의 응답을 2명의 전문 채점자가 채점을 시행하는 방식
으로 채점을 진행한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도 아카데믹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총괄평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3인의 전문 채점자가 채점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표 9> 모바일 기반 말하기 평가 방법 모형
평가 유형
평가 내용

진단 테스트
정확성/유창성
어휘/문법/발음

평가 방법 -모바일 평가

모바일 기반 말하기 평가 방법 모형
단원별 형성평가
총괄평가
목표 기능/ 문법/
발표2
발표1
발음의 정확성
(피드백 반영 발표)
-수업 내용에 대한 퀴즈 -동영상 파일
-수업 시간에 담당 교사 1인이 점수 제공
형식의 평가
-동일 과목 교사 3인이 점수와 피드백 제공
-교실 평가
-모바일 평가
-모바일 평가

담당 교사의 계정으로 수업 시간에 접속
교사 퀴즈 입력
영역별 자동 진단 도구
교사 3인이 각자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평가 하여 이전 점수 및 피드백과 비교하여 최
평가시스템
자동 진단 도구 및 통계
및 통계 시스템
할 수 있는 도구 및 통계 시스템
종 점수를 입력할 수 있는 도구 및 통계
시스템
시스템
평가 전개
절차

▸ 한국어 수업과 모바일 기반 평가의 병행 설계: 한 학기 수업의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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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평가에서는 모바일을 통해 학습자의 말하기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한 자동 통계처리가 수행된다. 형성 평가에서는
각 과목에 대한 수업이 오프라인 교실 수업으로 진행된 후, 교사가 수업과 관련된 평가 내용을 등록하면 다음 수업 전까
지 학습자가 편한 때에 응답을 하고, 이에 대한 결과가 자동 통계처리되어 교사와 학습자에게 제공된다. 총괄평가는 2번
에 걸쳐 진행한다. 첫 번째 평가에서는 모바일로 부여된 말하기 과제를 동영상으로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점수 평가와 자
세한 피드백을 교사 3인이 부여한다. 그리고 두 번째 평가에서는 이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한 내용을 오프라인
교실수업 시간에 수행하고, 이에 대한 평가는 담당교사 1인이 진행한다.

[그림 9] 모바일 기반 말하기 평가를 포함한 수업의 전개
이러한 방식으로 아카데믹 한국어 수업에 모바일 기반의 말하기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병행하
여 운영한다면, 시공간의 제한과 교사 인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로써 학습자 개인별 진단과 평가가 용이하고, 피
드백 등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여 보다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으로 구성될 수 있다.

4.2. 교사 피드백에 의한 평가 모형의 조정
본 연구에서는 아카데믹 한국어 수업의 모바일 기반 평가 모형의 실용가능성을 점검받기 위해 2차 교사 설문을 진행하
였다. 6인의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위의 평가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합하는 방식으로, 서면을 통한 전
문가 검증을 진행하였다.10)

4.2.1. 교사 피드백
평가 모형에 대한 교사 피드백을 위한 설문 문항은 총 3개로 다음과 같이 제작하였다.

10)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가 모형에 대한 타당도를 점검받은 후,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절차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
는 실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연구로 볼 수 있다. 물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베타버전의 시험
가동을 통해 기능 점검을 받고 조정되는 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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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한 평가 방식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써 주십시오.
2.
①
②
③
④
⑤

위 모바일 기반 평가의 특성 중 가장 효율적이고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특성을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자기주도성: 능력, 상황에 따라 스스로가 속도를 조절하며 자율적 진행
편재성: 장소와 시간의 제한이 없음
즉시 접속성: 편리성, 접근 용이성, 장비 준비하거나 장소 이동 없음
상호작용성: 피드백, 의견 수용 등에 대한 제한과 긴장감 완화
개인성: 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따른 내용 구성

3. 모바일 기반 말하기 평가 방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하기 평가 내용이 무엇인지 선생님의 생각을 써 주십시오.

먼저 평가 모형에 대해 보완할 점, 실용가능성, 어떠한 측면에서 효용적일 수 있는지, 추가될 수 있는 기능 등에 대해
답변을 요청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평가 모형에 대한 피드백

보완할 점

· 평가 내용에서 진단테스트와 형성평가는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고, 총괄평가에서는 평가 내용이 제시되었음. 진단테스트와 형성평가에
서 어떠한 내용을 평가할 것인지 명시하면 좋겠음.
· 한 학습자의 평가에 교수 3인이 공동 채점을 하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으나 수업 외 업무량이 늘어나 제대로
평가가 진행될지 염려가 됨.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평가1에서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신 기기나 영상 기기를 이용해서 음성을 녹음하는 것에 학습자가
어색하게 느낄 수 있고 이러한 평가는 의사소통이라기보다 마치 내레이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떠한 과제가 주어질지
알 수 없지만, 동영상을 본인이 찍어서 올리는 것이기에 부정행위(벽에 붙여 놓고 보이지 않게 읽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말하기보다
는 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말하기 평가에서는 상대의 얼굴을 보면서 진행할 수 있고 말
차례가 오가며 자연스러운 대화 형식이 되는 직접 평가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을 평가한다면 한 번은 이러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영어 교육(영어 학습) 분야의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
고 실제로 상대방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날 배운 본문 대화를 한국어 모어 화자
들의 영상으로 제공, 1:1 대화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표현과 발음 공부가 가능, 한국인과 실제로 만나서 눈을 마주 보고 대화하듯 말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음성 인식을 통해 대화 속의 표현을 완전히 학습했는지, 정확히 발음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하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단 테스트에서 유창성과 발음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과 평가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하기 평가
에 있어 유창성 및 발음의 측정은 명확한 평가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자 개개인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총괄 평가에서 동일 과목 교사가 학습자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 대상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피로도가 있을 것이라
고 생각됩니다.
· 평가 전개 절차에서 평가 범주가 세분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형성평가에는 유창성 범주가 포함되어야 할 것 같고,
총괄평가에는 발표라면 유창성 외에 정확성, 다양성, 조직성 및 의미전달과 같은 항목이 첨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효용면

· 학습자들의 말하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제 모바일은 누구나 사용하고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말하기 실력을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실용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임.
· 학생들의 평가 자료를 수집하는 데 편리하고,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들의 개인별 맞춤 학습이 가능함.
· 상용화되면 교사의 입장에서 편리하며 효율적일 듯합니다. 일단 말하기 평가에 드는 시간을 수업 시간 중으로 할애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강의 계획을 짤 때 굉장히 큰 이점이 될 듯합니다. 또한 등록된 자동 진단 도구 및 통계 시스템이 편리해 보이며, 동영상 파일
의 업로드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말하기 시험을 볼 수 있고 교수 역시 여러 번 학생의 말하기를 확인하며 평가를
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교사 3인의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최종 점수를 입력할 수 있다는 점도 평가의 객관
성 측면에서 좋아 보입니다.
· 여러 단계를 거쳐 다각도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학습자에게 말하기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진행 과정
이 체계적이고 상세해서 특별히 추가할 기능은 없으나, 다만 2~3명의 교사가 본인이 맡은 반 외의 반 학생들의 평가를 하기가 수월
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실제로 잘 활용되면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 진단 테스트 및 단원별 형성 평가에서 목표 기능, 문법, 어휘 등은 평가에 있어 신뢰성을 가질 수 있고 또한 통계 처리는 학습자 개개
인이 본인의 말하기 능력에 대한 자가진단이 가능할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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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을 정리하면, 먼저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 모형의 장점은 시간 및 장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편리함
으로 인해 특히 형성평가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업 시간에 충분히 할애되지 못했던 평가를 수
업 외 시간으로 구성하여 보다 내실 있는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고 있다. 사실 이러한 평가가 수업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다고 해도 과연 어느 정도의 맞춤형 피드백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모바일을 통해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학습자 개개인에 맞춰 진단해 주
는 시스템이 제공된다면 교사 혼자 감당해야 했던 학습 관리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겠다. 물론 이러한 시스
템이 정교하게 구축되기까지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있겠지만, 학습 내용에 대한 단순 퀴즈를 통한 진단만으로도 학습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학습자 말하기 평가 환경의 정의적 편안함과 교사 평가 환경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들었다.
즉, 학습자와 교사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모바일 환경으로 인해 부담감과 긴장감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부분이 한편으로는 단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교실 환경에서의 말하기 평가가 진행되기 전, 모바일 환
경에서의 경험을 통해 일회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말하기 평가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과 평가에 대한 긍정
적 태도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통계 처리 및 발음 교정 및 진단 시스템 등이 가능하게 된다면 학습자가 진단 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른 교사의 업무량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이러한 시스템의 장점으로 보고 있다.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는 동영상 파일 제출 방식에 적합한 과제 개발, 실제 대화와 유사한 상황을 기반으로 한 평가 과
제 개발 등의 평가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평가 내용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평가 방식에 있어
공동 채점은 평가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진
단 평가 및 형성 평가 자동화 시스템 기반이 마련된다면, 이에 대한 교사의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총괄
평가에 있어서 3개 수업 학습자에 대한 평가 부담이 일방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여겨진다. 총괄 평가에 있어
평가 대상 학습자의 수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동영상 파일을 통해 평가하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이 덜하며, 평가 점수
의 자동 통계 처리 시스템으로써 교사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평가 관련 업무를 줄이고, 평가 자체에 집중할 수 있어 평
가에 보다 숙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번 설문 항목은 교육과학기술부(2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마트교육의 중요한 특성인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바

일 기반 평가의 특성 중 가장 효율적이고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특성 2가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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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모바일 기반 평가 모형의 주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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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성은 학습 능력, 학습 상황에 따라 학습을 스스로가 속도를 조절하며 자율적 진행할 수 있는 특성이다. 편재성
은 장소와 시간의 제한이 없는 특성을 뜻한다. 즉시접속성은 편리성, 접근 용이성, 장비 준비하거나 장소 이동 없는 특성
을 뜻하고, 상호작용성은 피드백, 의견 수용 등에 대한 제한의 약화로 학습공동체 형성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
성은 개인의 수준과 특성에 따른 맞춤 내용 구성이 가능한 학습자 중심의 특성을 가리킨다.
교사들이 평가한 모바일 기반 말하기 평가 모형의 가장 큰 특성은 편재성이었다. 그리고 즉시접속성과 상호작용성도
매우 유의미한 특성으로 보고 있었다. 즉, 기존 오프라인 교실 수업의 시간,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특성을 가장
큰 효용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자기주도성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성의 경우 빈도가
‘0’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개인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설계로서의 부족하다는 의미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모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설문 문항에서는 모바일 기반 말하기 평가 방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하기 평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앞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여 가장 큰 효과를 지니는 항목을 우선적으로, 비중을 높
여 모형에 적용한 부분에 대한 타당도를 점검받을 수 있는 설문 항목이었다.

<표 11> 모바일 기반 말하기 평가에 적합한 평가 항목: 교사
· 발음 교정을 할 수 있는 내용
· 모바일 평가의 한계로 질문에 답하기만 하는 유형이나 일방적인 말하기 내용이 되기 쉬움. 전반적인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서는
질문하는 형식이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의 문항 개발이 필요할 것 같음.
· 모바일이 휴대성이 좋고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이 없으므로, 각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대화를
녹음해서 평가에 활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 ‘옷가게에서 치마 사기’ 등을 역할극으로 연습해서 말하기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옷가게에 가서 점원(한국인)과 대화하는 것을 녹음해서 시험보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 현재 말하기 평가는 대인 의사소통이 평가의 중심이기 때문에 목표어의 문법 지식과 어휘 지식의 정확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 외에 담화적 능력(화용 능력), 전략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의사소통 환경(언어 수행
환경)에서 특정한 목적을 지닌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즉, 발음, 억양, 어휘, 문법 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자에게 대상과 목적이 뚜렷한 의사소통 상황을 제시하고, 학습자 나름대로 말하기 기술과 전략을 사용하여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능력도 고르게 평가할 수 있는 이른바 과제 중심 평가 방식이 좋을 듯합니다.
· 평가를 위한 평가보다는 교육을 위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학습 동기 부여, 학습자의 문제점 진단, 처방 제시 등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모바일로 평가할 때는 개별적인 진도를 나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 단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장치를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집중력 있게 단계를 수행하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확성과 어휘, 문법에 대한 부분을 학습자와 교수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할 것 같고 학습자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한국어 학습에 있어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말하기라는 기능 자체가 화자가 의도하는 바를 청자에게 전달하고 화자와 청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바일 기반에서는 청자의 역할이 오프라인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시된 주제에 맞게 스토리텔링,
화면 보고 묘사하기, 시각 자료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등과 같은 내용이 다루어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 모형을 포함한 모바일 기반의 말하기 평가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여겨지는 평가 항목으로는
‘발음’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이 영역은 현실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도 가장 빨리 실현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
인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화 상황에서의 말하기 연습이나 평가를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답
변도 많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과의 의사소통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바일을
통해 화청자 간의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평가가 긍적적인 역류효과를

278
가져오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학습자를 직접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
다.

4.2.2. 수정된 평가 모형의 제시
앞 절의 내용을 정리하여 수정된 평가 모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12> 수정 요구 사항
·학습자 개인 맞춤형 평가 기능
·발음 및 교정 진단 시스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과제 개발
·공동 채점 기준의 명시적 제시
·자기 주도성을 향상하기 위한, 흥미도 유발 장치
(대화 상대 캐릭터 제시, 전체 시스템을 챗봇 형태로 제작)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오프라인 한국어 수업과 모바일 기반 평가의 병행 모형을 수정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단, 과제 개발과 채점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고의 연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평가 내용과 관련하여 면밀
하고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평가 모형에 평가 기준이나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반영하
지는 않았음을 밝혀 둔다.

<표 13> 한국어 수업과 모바일 기반 말하기 평가의 병행 모형
모바일 기반 말하기 평가 방법 모형
평가 유형

진단 테스트

단원별 형성평가

총괄평가

평가 내용

정확성/유창성
어휘/문법/발음

목표 기능/ 문법/
발음의 정확성

발표1

발표2
(피드백 반영 발표)

-모바일 평가

-모바일 평가

-모바일 평가

-교실 평가

-수업 시간에 담당 교사 1인이 점수 제공
평가 방법 -학습자의 수준을 진단 -수업 내용에 대한 퀴즈 형 -동영상 파일
-‘발표1’과 과제 유형을 다르게 구성할 수
할 수 있는 말하기 숙달 식의 평가
-동일 과목 교사 3인이 점수와 피드백 제공 있음. 특히 대화나 상호작용이 필요한 과
도 평가
-발음 진단 시스템
제로 구성

평가
시스템

-교사 퀴즈 입력
자동 진단 도구 및 통계 시
-영역별 진단 도구 및 통
스템
계 시스템
-발음 진단 자동화 시스템
-평가 결과 학습이 부족
-학습자 개인별 평가 결과에
한 영역 진단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제한하는 시스템

-교사 3인이 각자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평 -담당 교사의 계정으로 수업 시간에 접속
가할 수 있는 도구 및 통계 시스템
하여 이전 점수 및 피드백과 비교하여 최
-평가 기준 세부 항목을 명시적으로 분류하 종 점수를 입력할 수 있는 도구 및 통계
여 점수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
시스템
-피드백을 문자나 음성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동료평가 시스템
시스템
-자기평가 시스템
-동료평가 시스템

절차 진행용 챗봇 시스템(평가 등록 안내, 평가 결과 안내, 평가 절차 안내 등)
대화 상대 캐릭터 설정 시스템(평가 시 실제 대화의 상대로, 또는 피드백 제공자로 설정)

평가 전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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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교양 한국어 수업에서의 말하기 평가 방법을 모바일 기반으로 진행할 수 있는 평가 모형을 제시하
였다. 이를 위해 ‘아카데믹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와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모바일 기기와의 친숙성, 말하기 평가 기회의 부족함, 수업에서의 상호작용 기회의 부족함, 학습자 개인별 맞춤
형 말하기 학습 및 진단 결과 분석에 대한 필요성 등의 세부적인 요인과 필요 사항을 밝혀낼 수 있었다.
앞으로의 교육은 디지털 교과서, 태블릿PC, 스마트 기기와 같은 양방향 의사소통매체와 자료,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교수-학습 방법 등이 융합되어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즉 스마트교육의 시대가 열
리며,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의 방식에서 탈피함으로써 교사와 학습자 역할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상적으로만 여겨 오던
교수-학습법에 대한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현 대학 교양 한국어 수업에서는 너무나 많은 학생과 교육 내용을 교사 혼자 감당해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바일 기반의 수업 진행과 평가 방법을 도입할 것을 제
안한다. 이를 통해 개별 학습자 모두가 직접 학습과 평가 활동의 주최가 되어 참여할 수 있으며, 교사 역시 학습자와의
소통과 학습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평가
모형 개발에 대한 기반 연구로 볼 수 있는 본 연구를 토대로 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적용되고, 그
효과가 검증될 수 있는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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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모바일 기반 한국어 말하기 평가 모형 개발”에 대한 토론문
기준성(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이 발표는 대학 한국어 평가 방법에 대한 학습자와 교사의 요구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설문 분석을 토대로 모바일
기반 한국어 말하기 평가 모형을 제안한 유의미한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친숙한 매체인 모바일을 활용하여 편재성, 즉시성, 상호성, 개인성을 지닌 말하기 평가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말
하기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발표자의 견해처럼 향후 모바일을 활용한 한국어 평가
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표문이 학술지에 투고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형식적 완결성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어 다음과 같이 토의를 하고
자 합니다.

첫째, 모바일이나 매체 활용 말하기 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 내용을 발표문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아 아쉽습니다. 모
바일이나 매체 활용 말하기 평가에 관한 선행 연구를 상술해야 발표자의 논의가 기존의 논의와 차별화되는 측면이 무엇
인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학습자 39명과 교사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설문 조사에서 얻은 시사점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는 설문 대상을 좀 더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논문의 많은 부분이 연구 목적이나 연구 배경에 해당하는 모바일을 활용한 말하기 평가의 필요성을 지지하기 위
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논문의 핵심 주제인 모바일 기반 한국어 말하기 평가 모형에 관한 논의는 다
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넷째, 발표 내용의 대부분이 한국어 평가 방법에 대한 요구 조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발표자가 설문 조사를 통
해 도출해낸 말하기 평가의 원리나 평가의 조건 등 많은 부분은 선행 연구의 논의를 재확인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섯째, 국내외에서 모바일이나 매체를 활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말하기 평가 사례를 예시하고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영어 말하기 평가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표자가 고안하고 보완한 모바일 기
반 말하기 평가 모형이 기존 모형의 어떤 점을 계승하고, 어떤 점을 극복했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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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대학생 토론 수업 평가 연구
김상태(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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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The Test Items Development of Debate Class for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Textlinguistics”에 대한 토론문
조형일(인천대학교)

한국에서의 텍스트 언어학은 지난 30여 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통사와 의미 기능에 눈을 돌린 연구 방향
성은 더욱 다양해졌으며 견고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향하는 원론적 방향성에 대한 비판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구체적 측면에서 보면 전제와 기준, 방법론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거의 절대
적 방향성으로 둔 한국어교육에서 텍스트 언어학적 사고와 논의는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변하듯 거의
전 영역에서 텍스트 언어학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상태 선생님의 이번 논의는 이런 경향에 비추어볼 때
매우 시의적절하며,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토론 수업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평가를 통해서 수업을 객관
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 아주 특별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토론자로서 발표문을 통해서 이 연구의 목적이 텍스트 언어학 기반 학문 목적 한국어 토론 수업의 향상에 있다는
것과 구체적으로 토론 능력 향상을 위한 평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 그리고 구인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이를 객관적 수
치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텍스트 언어학 기반 토론 수업이라는 연구의 출발은 당연해 보였고, 무
엇을 어떻게 논쟁의 아이템으로 삼을지와 그 신뢰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 언제나 옳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대부분의 질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해햐 하겠기에 다음의 두 가
지 질문을 간단하게 드려보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까 합니다.

1. 일곱 가지 텍스트성 즉, 의도성, 용인성, 정보성, 상황성, 상호(간)텍스트성, 응결성, 응집성은 당연한 출발점이 될 터
이들 각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할 체크리스트를 만든 기준은 무엇인지 부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발표문을 보다가 다음 두 가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 3.2. 토론의 제재로 선정된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적절한가?
- 3.3. 토론의 과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끝으로 토론 수업에서 적용된 평가 문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더해 주시면/주셨다면 이 논의를 조금 더 분명하고 명
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분과

6
말하기 평가 일반 2

사회 : 성지연(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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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능력이 말하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
유해준(남부대학교)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문법 교육 방법이 한국
어 말하기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1970년대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등장하기 시작한 이래로 언어교육 측면
에서 한국어교육 또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한국어의 문법 지식이나 구조, 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문법-번역식교수법
(Grammar-Translation Method)이 주를 이뤘던 교실 상황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맥락과 상
황에 적절한 언어 구사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고, 언어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의사소통이라는 목
소리가 점차 커지게 되면서 대학의 한국어교육 기관들도 부분적 적용이라도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Communicative
Language Approach) 아래 외국인 대상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유학생들이 대학 입학 전 한국에 있
는 어학연수 기관을 거친 것이 아니기에 모든 학생들이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Communicative Language Approach)을
통해 한국어교육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어에 대한 문법, 구조, 형태에 관한 지식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도 있다. 반면 Ellis(1989)에 따르면 문
법 지도를 받은 교실 학습자는 자연 학습자들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에 높은 습득 수준에 도달하며 더 성공적으로 언어
습득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상황 중심의 언어 습득을 강조하는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Communicative Language
Approach)이 아니더라도 명시적인 문법 지도를 통해 학습자들의 제2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
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네 가지 언어 영역(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 중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과
얼마만큼의 연관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며,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진 특수성 또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수업 시간에 실험집단에게는 명시적으로 한국어 문법 항목을 제시하고 피실험집
단에게는 암시적으로 한국어 문법 항목을 지도하여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문법 능력의 정의
문법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으로 정의하였고, Macmilan Dictionary에서는 문법은 언어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인데 이는 문장이 형성되는 방식을 제어하고 언어의 구조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Colins
Cobuild 사전에서는 통사(syntax)와 형태(morphology)를 다루는 언어학적 갈래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문법
이란 용어에 대해 구조 또는 규칙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법의 정의에 대해 기존의 학자들과는 다른 새
로운 관점을 제시한 학자도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과 사전은 문법을 문장을 구성하는 낱말의 통사적 규칙이라고 정의한
것에 반해 Larsen-Freman(2001)은 문법은 지식이라기보다는 문장을 구성하는 기술로 정의하였으며 불변의 규칙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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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유연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1] Larsen-Freeman(2001) 삼차원 문법 모형

이와 같이 문법 능력을 문법 사용하기라는 측면으로 의사소통 능력 안에서 정의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Hymes(1972), Canale과 Swain(1980), 그리고 Bachman(1990) 등이 있다. 이들이 제시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법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문법 능력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이정연,2016 부분 재인용)
연구자

의사소통 능력 안에서 문법 능력의 정의

Hymes(1972)

의사소통능력

문법 능력

문법 규칙에 대한 지식

Canale & Swain(1980)

의사소통능력

문법 능력

어휘, 형태론, 구문론, 문장-문법 의미론, 음운론 규칙
어휘

Bachman(1990)

의사소통적 언어능력

언어능력

조직능력

문법능력

형태론
통사론
음운론/문자론

Hymes, Canale과 Swain, 그리고 Bachman을 거치며 다루어져 왔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개념 및 이를 구성하는 요
소들은 이 후 많은 학자들에게 큰 지지를 얻으면서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요소들이 골고루 발달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
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교실에서 배운 언어의 용법이 실제 의사소통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문법적 능력과
담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의사소통 능력을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강조된 것이다. 이처럼 문법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법의 개념을 통사나 어휘 등에서 논하는 학문적 언어의 체계보다는 의사소통이라는
틀 안에서 사용되는 문법의 형식과 규칙에 중점을 두고 문법 능력을 살피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문법’이나 ‘문법
지식’이라는 용어가 아닌 ‘문법 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언어 사용적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언어 교육에 있어 문법의 역할에 대한 의견은 찬반의 입장이 존재해 왔다. 문법 교육이 언어 학습에 있어 결정적이라
는 의견(Mclaughlin, 1978)에서부터 자연언어 입력을 통해 저절로 터득이 되므로 문법 교육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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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shen, 1982)는 의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문법 지도가 언어 교육에 있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정확하게 논
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습득(acquisition) 입장은 언어형태에 초점을 둔 형식적인

외국어 학습에서 얻어진 학습된 지식(learned knowledge)은 습득(acquired knowledge)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서 습득된 지식과 학습된 지식은 완전히 분리된 지식으로서 서로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
Krashen(1982)은 입력 가설(input hypothesis)에서 외국어 습득 과정을 두 가지로 분리시킨다. 하나는 모국어의 학습과정
과 동일한 자연스런 의사소통(natural communication) 상황 아래에서의 습득(acquisition)과 또 다른 하나는 교실에서의
언어 형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형식적 교수(formal instruction)를 통한 학습(learning)이다. 그는 보다 성공적인 외국
어 습득 과정은 자연스런 의사소통 방식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습득(acquisition)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즉, 자연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습득(acquisition)과 언어 형식에 대한 의식적 노력을 통해 배
우는 학습(learning) 중 성공적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방법은 습득(acquisition)이지 학습(learning)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Krashen(1982)의 입장은 학습으로 얻어지는 명시적인 지식(explicit knowledge)과 습득으로 얻어진 암시적인 지식
(implicit knowledge)간에는 접촉(interface)이 존재하지 않아서 아무리 연습한다 할지라도 명시적인 지식이 암시적인 지식
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Newmark(1996)도 문법구조의 체계적인 연습이나 언어분석에 학습자를 관여시킬 필
요가 없으며, 교사는 문법에 대한 설명 없이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학습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Krashen&Terrell(1983) 역시 효과적인 언어습득을 위해서는 이해 가능한 입력을 최대한 많이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고, 학습자가 충분한 입력에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언어 구조를 익히게 된다고 주장한
다. 반대로 형식적 교수(formal instruction)를 통한 학습(learning) 입장은 명시적 지식과 암시적 지식 간에 접촉이 존재
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Bialystok(1978)은 암시적 지식(Implicit knowledge)과 명시적 지식(Explicit knowledge)의 개념을
기초로 언어 학습 과정을 설명하면서, 명시적 지식은 연습(practice)을 통하여 암시적 지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또한 교실에서 외국어를 배운 학습자는 자연적인 외국어 학습자를 능가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직접적으로
흡입(intake)이 가능한 교실 환경 때문이며, 둘째, 간접적으로 연습을 통하여 명시적 지식을 자동화(automation)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McLaughlin(1978) 또한 명시적 지식이 연습을 통하여 암시적인 지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접
촉이론을 주장하였는데, 즉 계속적인 연습을 통해 명시적 지식도 암시적 지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한국어교육 문법 항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수업하는 실험집단과 대화문 안에서 문법 항목을 암시적으로 제시하는
피실험집단으로 나누어 한국어 수업에서 생성된 문법 능력이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도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3.1 연구 대상
교양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의 문법 능력과 말하기 평가의 상관관계를 살피기 위해 본 연구는 광주 소재 대
학에서 교양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40명의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문법 항목을 말하기 수업 전 명시적으로 제공하는
실험집단과 명시적인 문법 항목 제시 없이 대화문과 대화쌍 중심의 예문을 통해 수업하는 피실험집단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학 교양한국어 수업에 수강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실험집단과 피실험집단의 국적과 전공
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본 연구는 사전 설문을 통해 한국어 공부를 한 기간이 1년 미만인 학생으로 한국어교육원
1급을 수료한 학생들로만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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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대상 학습자의 학과 및 국적
분류

실험집단

피실험집단

학과 분포

국적 분포

자동차공학부(4명)
향장미용학과(11명)
스포츠레저학과(3명)
호텔조리학과(8명)

중국(9명)
베트남(15명)
몽골 (1명)
방글라데시(1명)

향장미용학과(1명)
IT공학과(8명)
호텔조리학과(3명)
유아교육과(2명)

중국(7명)
베트남(7명)

총 인원

26명

14명

이 학생들에게 수업 전에 한국어 수업 및 생활에서 한국어 말하기와 관련해서 느끼는 불안함이 무엇인지 수업 전에 설
문을 통해 물어 보았다. 설문 내용에 대해서는 초급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언어권별 번역을 달아 주었다.

1. 전공 또는 교양 수업 시간에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너무 불안하다.
O

×

실험집단

26명

0명

피실험집단

13명

1명

2. 전공 또는 교양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해되지 않아 너무 불안하다.
O

×

실험집단

26명

0명

피실험집단

14명

0명

3. 일상생활(학생식당, 편의점)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너무 불안하다.
O

×

실험집단

0명

26명

피실험집단

0명

14명

4. 한국어로 발표 평가 또는 말하기 시험을 볼 때 너무 불안하다.
O

×

실험집단

26명

0명

피실험집단

14명

0명

5. 한국어 수업 시간에 교재에 나온 그림을 모르면 너무 불안하다.
O

×

실험집단

0명

26명

피실험집단

0명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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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어 수업 시간에 교재에 나온 한국어 어휘를 모르면 너무 불안하다.
O

×

실험집단

20명

6명

피실험집단

12명

2명

7. 한국어 수업 시간에 교재에 나온 한국어 문법을 모르면 너무 불안하다.
O

×

실험집단

24명

2명

피실험집단

14명

0명

8. 한국어 수업 시간에 교재에 나온 연습 문제를 못 풀면 너무 불안하다.
O

×

실험집단

24명

2명

피실험집단

14명

0명

9. 한국어 수업 시간에 교재에 나온 한국어 대화문의 내용을 모르면 너무 불안하다.
O

×

실험집단

26명

0명

피실험집단

1명

0명

10. 선생님과 한국어로 말하는 것은 긴장되고 너무 불안하다.
O

×

실험집단

25명

1명

피실험집단

10명

4명

11. 한국 학생들과 한국어로 말하는 것은 긴장되고 너무 불안하다.
O

×

실험집단

25명

1명

피실험집단

12명

2명

12.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어로 말하는 것은 긴장되고 너무 불안하다.
O

×

실험집단

10명

16명

피실험집단

10명

4명

위 설문 내용을 보면 일상생활(음식점, 편의점 등)에서의 한국어 말하기나 외국인 친구들끼리 한국어로 말하는 경우에
는 불안함이 크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한국어 말하기와 관련 있는 문항들에서는 불안함이 있
다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 수업 안에서도 어휘와 문법을 모르거나 연습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안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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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고 답하고 있다. 이를 보면 명시적인 형태 제시에 대한 학습 부담감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두 가설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의 한국어 문법 학습 방법을 점검하고자 한다.

가설1.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명시적인 방법으로 한국어 문법을 제시하여 수업을 한 경우 말하기 능력 중 정확성에 있
어서 향상을 보일 것이다.

가설2.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암시적인 방법을 통해 대화문 중심으로 한국어 수업을 한 경우 말하기 능력 중 유창성에
있어서 향상을 보일 것이다.

3.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8년 9월부터 3주간 광주 소재 N대학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집단은 명시적 지식은 연습(practice)
을 통하여 암시적 지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접촉적 입장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문법의 형태 제약 및 문장
구성 제약 등을 교재에 제시하였다. 피실험집단은 명시적인 지식(explicit knowledge)보다는 암시적인 지식(implicit
knowledge)을 통해 문법 항목을 인식하고 학습하도록 대화 중심의 수업을 설계하였다. 문법 항목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
은 없더라도 학습하는 문법 항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피실험집단에게도 문법 항목에 대해 글씨체의 차이를 두어 문법 항
목을 문장 예문에서만 노출하였다. 대화문에서는 문법 항목을 따로 노출하지는 않았다.

<표 3> 연구 절차
설문

유학생(실험집단, 피실험집단) 40명 설문


1차시 수업(-고)
실험집단(26명)

2차시 수업(-으니까)
3차시 수업(-겠-)

수업

1차시 수업(-고)
피실험집단(14명)

2차시 수업(-으니까)
3차시 수업(-겠-)


말하기 평가

유학생 40명 말하기 평가


설문

유학생(실험집단, 피실험집단) 40명 설문

3.3 수업 자료
실험집단은 형태 정보를 노출했고, 제약 정보가 담긴 문장 예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결어미 ‘-고’의 의미를 분류하
여 ‘-고①’과 ‘-고②’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는 의미의 차이가 문장 구성 및 통사 제약 차이로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시
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니까’와 ‘-겠-’도 명시적으로 문법 항목의 형태 정보와 통사 정보를 제시하였다. 반면 피
실험집단은 대화문 안에 ‘-고’의 의미를 분류하여 제시하였지만 형태를 노출시키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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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실험집단 수업 자료 예
[-고①]
-나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동사나 형용사, ‘이다, 아니다’에 붙어) 어떤 상태나 행위를 나열함을 나타낸다.

받침 o

+ -고

읽고, 잡고, 넓고, 어둡고, 살고, 길고

받침 x

+ -고

가고, 오고, 빠르고, 예쁘고

[읽다] 읽- + -고
[가다] 가- + -고
[넓다] 넓- + -고
[빠르다] 빠르- +
[살다] 살- + -고

→ 읽고
→ 가고
→ 넓고
-고 → 빠르고
→ 살고

[잡다] 잡- + -고
[오다] 오- + -고
[어듭다] 어둡- +
[예쁘다] 예쁘- +
[길다] 길- + -고

→ 잡고
→ 오고
-고 → 어둡고
-고 → 예쁘고
→ 길고

<문장예문>
·
·
·
·
·
·
·
·
·
.

오늘 나는 원피스를 입고 언니는 바지를 입었어요.
흐엉 씨는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영어도 배웁니다.
나는 서울에 살고 마이클 씨는 뉴욕에 살아요.
이 의자는 가볍고 튼튼합니다.
오렌지 주스가 시원하고 맛있어요.
학생 식당은 음식이 싸고 아주머니들이 친절합니다.
내 동생은 얼굴이 동그랗고 눈이 커요.
요스케 씨의 가방은 회색이고 미도리 씨의 가방은 빨간색입니다.
제 아버지는 경찰이셨고 어머니는 요리사셨습니다.
저는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입니다.

<연습문제>
가: 지금 뭐 해요?
나: 나는 밥을 (

) 동생은 숙제를 해요. (먹다)

가: 앤디 씨가 (
) 기침을 해요? (열이 나다)
나: 네,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가: 오늘 날씨가 어때요?
나: 조금 (
) 바람이 많이 불어요. (춥다)
가: 수진 씨의 남자 친구가 어때요?
나: 키가 (
) 멋있어요. (크다)
가: 왕밍 씨와 줄리아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나: 왕밍 씨는 (
) 줄리아 씨는 미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이다)

303
[-고②]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동사에 붙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것임을 나타낸다.
<문장예문>
·
·
·
·
·
·
·
·
·
·

저는 밥을 먹고 이를 닦습니다.
저는 밤에 샤워하고 잡니다.
여러분, 책을 읽고 문제를 푸세요.
수업이 끝나고 우리 같이 인사동에 갑시다.
나는 그 영화를 보고 울었어요.
줄리아 씨는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갈 거예요?
저는 세계 여행을 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찍고 헤어졌어요.
수지 씨는 전화를 받고 밖에 나갔어요.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힙니다.

<연습문제>
가: 라면을 어떻게 끓여요?
나: 냄비에 (

). (물을 끊이다 ⇨ 라면을 넣다)

가: 주말에 뭐 했어요?
나: (

). (청소를 하다 ⇨ 공원을 산책하다)

가: 내일 뭐 할 거예요?
나: 명동에서 (

). (친구를 만나다 ⇨ 옷을 사다)

가: 운동화를 어느 쪽부터 신습니까?
나: 왼쪽을 (
가: 지금 놀아도 돼요?
나: 먼저 (

). (왼쪽을 신다 ⇨ 오른쪽을 신다)

).(숙제를 하다 ⇨ 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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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피실험집단 수업 자료 예

[-고]

※다음 문장을 읽어 보세요.

원피스를 입다

바지를 입다

· 오늘 나는 원피스를 입고 언니는 바지를 입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다
· 흐엉 씨는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영어도 배웁니다.
·
·
·
·
·
·
·
·

영어를 배우다

나는 서울에 살고 마이클 씨는 뉴욕에 살아요.
이 의자는 가볍고 튼튼합니다.
오렌지 주스가 시원하고 맛있어요.
학생 식당은 음식이 싸고 아주머니들이 친절합니다.
내 동생은 얼굴이 동그랗고 눈이 커요.
요스케 씨의 가방은 회색이고 미도리 씨의 가방은 빨간색입니다.
제 아버지는 경찰이셨고 어머니는 요리사셨습니다.
저는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입니다.

· 저는 밥을 먹고 이를 닦습니다.

①샤워를 하다

⇨

②잠을 자다

· 저는 밤에 샤워하고 잡니다.
①책을 읽다
· 여러분, 책을 읽고 문제를 푸세요.
·
·
·
·
·
·
·

⇨

②문제를 풀다

수업이 끝나고 우리 같이 인사동에 갑시다.
나는 그 영화를 보고 울었어요.
줄리아 씨는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갈 거예요?
저는 세계 여행을 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찍고 헤어졌어요.
수지 씨는 전화를 받고 밖에 나갔어요.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힙니다.

※ 잘 듣고 따라 해 보세요.
가: 진펑 씨,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나: 좋아요. 어디에서 먹을까요?
가: 분식집에 가요. 떡볶이가 맛있어요.
나: 떡볶이는 너무 매워요. 김밥하고 라면을 먹어요.
가: 네 좋아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나: 그럼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셔요. 커피는 제가 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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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보고 대화해 보세요.

가: 지금 뭐 해요?
나: 나는 밥을 먹고 동생은 숙제를 해요.

➜

가: 라면을 어떻게 끓여요?
나: 냄비에 물이 끓으면 라면을 넣어요.

※다음과 같이 두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 하세요.
가: 진펑 씨,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나: 좋아요. 어디에서 먹을까요?
가: 분식집에 가요. 떡볶이가 맛있어요.
나: 떡볶이는 너무 매워요. 김밥하고 라면을 먹어요.
가: 네 좋아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나: 그럼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셔요. 커피는 제가 살게요.

4. 결과 분석
4.1 말하기 평가 결과
말하기 평가는 교사가 아래와 같이 ‘-고’, ‘-니까’, ‘-겠-’을 가지고 두 형태로 진행하였다. 먼저 문법 사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사가 개입하여 질문을 하고 답을 하게 하였다. ‘-고’, ‘-니까’, ‘-겠-’을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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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고’는 나열과 순차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질문을 하고 답을 유도하였다. ‘-니까’는 이유와 발견의 상황에 해당하는
질문을 그리고 ‘-겠-’은 의지와 추측 상황의 질문을 하고 대답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질문 안에서 해당 의미를 알고 사용
하는지 확인하였다. 교사가 개입한 말하기 평가의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번호
문법 항목

1차시 문법 항목
-고①

-고②

2차시 문법 항목
-(으)니까①

3차시 문법 항목

-(으)니까②

-겠-①

-겠-②

나열

순차

이유

발견

의지

추측

실험집단 정답률

92.4%

77%

88.5%

69.3%

77%

80.8%

피실험집단 정답률

85.8%

64.3%

64.3%

35.7%

85.8%

57.2%

유창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배운 상황을 제시하고 교사가 개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운 문법 항목을 상황
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두 학생이 짧은 대화를 하게 하였다. 두 학생
은 말하기 과정에서 해당 문법 항목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문법 항목을 사용하더라도 상황에 맞게 배운 내용을 사용하
여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나가면 유창성 점수를 부여하였다. 학생이 서로 상황극을 통해 묻고 답할 때 학습자가 답을
하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답을 한 경우에 유창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번호
문법 항목

1차시 문법 항목
-고①

-고②

2차시 문법 항목
-(으)니까①

3차시 문법 항목

-(으)니까②

-겠-①

-겠-②

나열

순차

이유

발견

의지

추측

실험집단 정답률

64.3%

57.2%

64.3%

69.3%

77%

80.8%

피실험집단 정답률

42.9%

50%

88.5%

35.7%

57.2%

21.4%

결과적으로 평가 내용을 보면 수업 방식이 말하기 평가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었다. 수업 방식에 따른 실
험집단과 피실험집단의 평가 결과가 정확성과 유창성이라는 두 축으로 편차가 생기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두 집단
모두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이었기에 문법 항목이 포함된 문장 예문을 많이 제시한 덕분인지 정확성에 대한 평가가 유창
성에 대한 평가 점수보다 좋게 나왔다. 이는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구성하며 제공한 자료가 평가에 영향을 주
었으리라 생각된다.

4.2 말하기 평가 후 설문 결과
한국어 말하기 평가가 끝난 후 사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실시한 이유는 한국어 수업이 말하기 평가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설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한국어 어휘를 외우는 것이 말하기 시험에 도움이 되었다.
O

×

실험집단

2명

24명

피실험집단

1명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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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문법이 말하기 시험에 도움이 되었다.
O

×

실험집단

5명

21명

피실험집단

4명

10명

3. 교재에 나오는 한국어 문장이 말하기 시험에 도움이 되었다.
O

×

실험집단

7명

19명

피실험집단

1명

13명

4. 언어교환을 하는 한국 학생들과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기 시험에 도움이 되었다.
O

×

실험집단

22명

4명

피실험집단

12명

2명

5. 쉬는 시간에 선생님과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기 시험에 도움이 되었다.
O

×

실험집단

20명

3명

피실험집단

8명

3명

6.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이 한국어 말하기 시험에 도움이 되었다.
O

×

실험집단

24명

2명

피실험집단

14명

0명

평가 내용을 보면 수업 방식이 말하기 평가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설문에서는 학습자들은 어
휘와 문법에 대한 명시적인 학습이 말하기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느끼는 말하기 평가
는 어휘와 문법 학습과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학습자들은 말하기를 잘하려면 한국 사람들과 말하기 자체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를 시작하며 세웠던 가설인 문법 항목 제시 방법에 따른 수업 방식이 말하기 평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
은 본 연구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적은 실험 집단에서 얻은 결과라는 문제와 동시에 초급 학습자의 수업
내용과 환경 변인들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40명의 학습자들만으로는 처음 세웠던 가설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수업 전후 설문 내용을 보면 학습자들은 수업 방식과 상관없이 한국어
말하기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과 많은 말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대다수의 학습자가 수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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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루어지는 모든 말하기 상황과 활동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일상생활 말하기에서는 한국어를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한국어의 어려움이 없는 학생도 교실에 들어오면 한국어에 대한 불안감이 생
긴다고 볼 수 있다. 말하기 평가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본 실험을 통해 초급 학습자의 경우 수업 시간에 이루
어지는 말하기 활동들이 가능하면 일상생활과 연계가 된 말하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은 얻을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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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1]
※ 본 설문지는 여러분이 한국어로 수업을 들으며 느끼는 어려움을 알기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전공
또는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어려움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학 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전 공 (
)
한국어를 공부한 기간 (
한국어를 배운 국가 (

)
)

※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서 느끼는 대로 체크[O / ×] 해 주세요.
1. 전공 또는 교양 수업 시간에 한국어로 말하는 것이 두렵다. [O / ×]

2. 전공 또는 교양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해되지 않을 때 두렵다. [O / ×]

3. 일상생활(학생식당, 편의점)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두렵다. [O / ×]

4. 한국어로 발표 평가 또는 말하기 시험을 볼 때 불안하다. [O / ×]

5. 한국어 수업 시간에 교재에 나온 그림을 보면 불안하다. [O / ×]
6. 한국어 수업 시간에 교재에 나온 한국어 어휘를 보면 불안하다. [O / ×]

7. 한국어 수업 시간에 교재에 나온 한국어 문법을 보면 불안하다. [O / ×]

8. 한국어 수업 시간에 교재에 나온 연습 문제를 보면 불안하다. [O / ×]

9. 한국어 수업 시간에 교재에 나온 한국어 대화문을 보면 불안하다. [O / ×]

10. 선생님과 한국어로 말하는 것은 긴장 된다. [O / ×]

11. 한국 학생들과 한국어로 말하는 것은 긴장 된다. [O / ×]

12.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어로 말하는 것은 긴장 된다.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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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2]

※ 본 설문지는 여러분이 한국어로 수업을 들으며 느끼는 어려움을 알기 위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어려움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서 느끼는 대로 체크[O / ×] 해 주세요.

1. 교재에 나오는 한국어 어휘를 외우는 것이 말하기 시험에 도움이 되었다. [O / ×]

2. 교재에 나오는 한국어 문법을 외우는 것이 말하기 시험에 도움이 되었다. [O / ×]

3. 교재에 나오는 한국어 문장을 외우는 것이 말하기 시험에 도움이 되었다. [O / ×]
4. 교재에 나오는 한국어 대화문을 외우는 것이 말하기 시험에 도움이 되었다. [O / ×]
5. 언어교환을 하는 한국 학생들과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기 시험에 도움이 되었다. [O / ×]
6. 쉬는 시간에 선생님과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기 시험에 도움이 되었다. [O / ×]
7.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이 한국어 말하기 시험에 도움이 되었다.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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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문법 능력이 말하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문
고경태(고려대학교)

문법이 우선이냐, 혹은 의사소통 상황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외국어 학습에 이용돼 왔던 두 가지
의 방식으로서, 사실 무엇이 더 우월하다고 논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생각만큼 이들 중 무엇이 우월한지에 대한 경험적
증명 사례 역시 뚜렷하지도 않다. 그런 면에서 이 둘의 교수가 갖는 차이점을 경험적으로 살피려 한 이 발표는 이슈부터
가 흥미롭고 의미 있다고 여겨진다. 아닌게 아니라 발표문을 읽어 보면 꽤 오랜 시간을 들여서 두 실험 집단을 비교한
공력이 느껴진다. 실험군들의 모집은 부득불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동일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공통된 문법 교육 항목을 가지고 두 개의 교육 자료를 만들어 내어 일정 시간 수업을 받은 후에 말하기 평가를 진행한
점은 일단 크게 흠 잡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실험의 결과가 연구자의 의도대로 나와주지 않은 데에는 토론자
나름대로 짐작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본 토론문 역시 이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

① 수업 대상이 1급 학생이기 때문에 생긴 제약이다. 이들에 대한 말하기 평가는 아무리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맥락 속에
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문법 평가’ 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실험군 모두 이미
알고 있는 한국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가 어떤 질문을 매우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맥락에서 도입했다 해도 배
운 내용이 빤하니 말해야 할 내용도 빤할 것이다. 결국 두 실험군 모두 자기가 최근에 학습한 내용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다.

② 의사소통방식의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교안의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 내용은 연결어미 ‘-고’와 ‘-(으)니
까’, ‘-겠-’등 매우 통사적이며 기능적인 형태들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이들이 ‘어떤 의사소통 맥락에서 쓰여야 바람
직할지’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즉 교안을 아무리 잘 만들고 교사가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산출’ 연습 - 현
장에 따라서는 ‘활용’ 또는 ‘유의적 연습’으로 명명되고 있는 그것 - 을 지향한다고 해도, 수업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문법 수업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더욱이 초급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교사의 한
국어 강의를 들으면서도 자국 언어로 번역해 내어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적으로 충분한 산출 연습이 뒤따르지 않
으면 제대로 된 의사소통 연습을 하기 어려운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③ 의사소통방식을 지향하는 교안에서 ‘-고’의 의미를 추측케 하는 예문, 그리고 학생들이 의사소통 상황 속에서 연습해
야 할 과제 혹은 연습이 명확치 않아 보인다는 점이 걸린다. 발표문의 3.3.2에 실린 것이 실제 수업 자료로 제공된 그
대로가 맞다면, 몇 가지 점에서 아쉬운 점이 느껴진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말하는 활동인지가 명확치 않다.
만일 ‘오늘 수업 후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라면, 보기 중에서 라면을 끓이는 방법이 소개된 것은 어색하다. 둘째, 또한
초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이라면, 일단 교안 내에도 ‘수업 후 계획’과 관계있는 어휘들에 대한 배려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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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좋았을 것이다. 셋째, 하나의 교재 안에 두 개의 구분되는 ‘-고’를 한꺼번에 다루었다는 것은 제아무리 의사소통
활동을 염두에 두었다고 해도 자연히 비교되는 두 개의 ‘-고’에 형태 초점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꼴을 보이고 있
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④ 기타 말하기 평가라는 활동 자체가 갖는 한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말하기 평가는 ‘통제된 상황에서의 말하기’이기
때문에 습득된 것보다는 의도적으로 학습된 것들이 더 우선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여기에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의
숙련도 역시 고려 대상이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에 근거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맥락이 조장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주의가 부족했다면 이 역시 연구자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에 미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실험이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업 시점과 평가 시점 사이에 적절한 공백기가 주어졌다면, 그리고 우리가 발표문
에서 본 것보다는 더 정교하게 작성된 학습용 교안이 주어졌다면, 그리고 수업을 시행한 교사가 실험 의도를 명확히 인
지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연구자의 의도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든다. 위에
열거한 것들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을 듣는 것으로 이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앞으로 이에 대해 좀 더 정밀한 후속
연구가 뒤따라 연구자의 기획이 잘 드러나는 논문이 탄생되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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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말하기 평가 문항에 있어 과제 유형에 따른 난이도 분석
남미정(연세대학교)

1. 서론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1)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어 교육에서 말하기 평가 개발
및 시행의 필요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은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평가 구인 및 방안 개발, 평가 방식 분석, 평가 유형
및 등급 개발, 평가 기준 및 범주 설정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처럼 한국어 교육에서 말하기 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말
하기 숙달도 시험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말하기 평가 개발을 위한 연구
를 진행 중에 있다.
한국어 말하기 평가 개발을 위한 활발한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평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성취도 평가에서
의 말하기 평가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이다(정원기, 2015). 그 외에는 말하기 평가 개발 방안의 일환으로서 구인과 과제
유형을 제안하거나, 그 유용성을 검증하는 연구만이 일부 진행되었을 뿐 실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평가 문항의 과제 유형은 평가의 난이도와 변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수행하는 과제 기능에 관심을 둔 연구만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표준화된 시험문항 제작자들이나 현장에서 성취도
평가 문항을 제작하여야 하는 교사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기능을 평가하는 과제를 서로 다른 유형으로 제공하였을 때, 이에 따라 문항의 난이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2)

2. 연구 문제 및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말하기 평가 과제 유형을 살펴보고, 말하기 평가 문항에 있어 과제 유형이 문항 난이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말하기 평가 과제 유형은 문항 난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가설 1. 말하기 평가 과제 유형에 따라 문항 난이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 가설 2. 문항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 유형은 숙달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1) 박광규(2017)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들을 분야별, 연도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122개의 학술 논문 중에서
41개가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대한 연구였다.
2)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과제 유형이란 과제 입력물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것으로서, 과제를 시각적인 자료로 제공하였을 때
와 청각적인 자료로 제공하였을 때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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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총 세 차례에 걸쳐 말하기 평가를 실시하여 동일한 기능을 다른 유형으로 제시하였을 때 과제 유형에 따라
문항 난이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1.1. 참여자
본 연구에서 세 차례 시험에 모두 응시한 수험자 52명이었다.3) 응시자의 숙달도는 3급 이상의 중·고급 학습자로 구성
되었다. 참여자의 국적은 중국이 약 4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나 일본, 베트남, 영국 등 다양했다.

<표 1> 응시자 정보: 국적 및 지역별
전체

1회

2회

3회

국적 및
지역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중국

57

46%

40

43%

38

46%

36

44%

일본

20

16%

16

17%

13

16%

13

16%

대만

10

8%

8

9%

7

9%

7

9%

홍콩

8

6%

6

6%

8

10%

8

10%

베트남

6

5%

3

3%

2

2%

2

2%

영국

3

2%

3

3%

3

4%

2

2%

대한민국

2

2%

2

2%

2

2%

1

1%

러시아

2

2%

1

1%

1

1%

2

2%

브라질

2

2%

2

2%

2

2%

2

2%

캐나다

2

2%

2

2%

0

0%

1

1%

무응답

2

2%

2

2%

1

1%

1

1%

네덜란드

1

1%

1

1%

1

1%

1

1%

마카오

1

1%

1

1%

0

0%

0

0%

말레이시아

1

1%

1

1%

1

1%

1

1%

미국

1

1%

1

1%

1

1%

1

1%

미얀마

1

1%

0

0%

0

0%

1

1%

스웨덴

1

1%

1

1%

0

0%

0

0%

싱가포르

1

1%

1

1%

1

1%

1

1%

우즈베키스탄

1

1%

0

0%

1

1%

0

0%

터키

1

1%

1

1%

0

0%

0

0%

파키스탄

1

1%

1

1%

0

0%

1

1%

총합계

124

100%

93

100%

82

100%

81

100%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험은 3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전체 참여자는 124명이지만, 3회를 모두 응시한 참여자는 5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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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응시자의 교육 기관 등급

3.1.2. 말하기 평가 과제 유형
과제란 실생활에서 목표언어로 행하게 되는 언어활동을 교육적 또는 평가 활동으로 가공한 일련의 언어 학습 활동이라
고 할 수 있다(김상경·박동호,2014).4) 즉, 평가 과제는 학습자들이 진정성과 실제성이 담겨 있는 문항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를 크게 시각적 자료를 보고 답하는 과제와 청각적인 자료를 듣고 답하는 과제로 나누고 각 유형별
로 난이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박자영(2015)은 과제의 시각적, 청각적 자료를 시험 입력물로 보고, 시험
입력물을 유형화하고 말하기 평가 과제 유형과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표 2> 시험 과제 유형별 시각 입력물(박자영, 2015)
과제 유형

시각 입력물

수준

질문에 답하기

질문 카드

초급

카드 읽기

대화체나 짧은 문장이 적힌 카드

초급, 중급

설명하기

그림 또는 지도, 사진

초급, 중급, 고급

상황 설명하기

다양한 상황이 담긴 그림

초급, 중급, 고급

문제 해결하기

상황과 인물이 적힌 카드

중급, 고급

스토리텔링하기

연속되는 그림

중급, 고급

의견 말하기

하나의 사회적 주제가 담긴 뉴스/신문 기사

중급, 고급

비교해서 말하기

하나의 현상에 대한 도표, 그래프

중급, 고급

발표하기

다양한 상황이나 주제가 담긴 그림이나 사진, 설문지, 안내문 등

고급

4)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의 정의는 김상경·박동호(2014)가 Caroll(1993)에서 제시한 과제의 특성,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할 때 그
결과를 이해하도록 하는 특성과 과제 수행자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에 관해 생각하도록 하는 특성, 그리고
Bachman&Palmer(1996:44)가 언급한 과제의 세 가지 특성(특정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목표 지향적이며, 언어 사용자들의 능
동적 참여를 이끄는 특성)을 종합하여 제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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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험 과제 유형별 청각 입력물(박자영, 2015)
과제 유형

청각 입력물

수준

질문에 답하기

녹음된 질문

초급

듣고 설명하기

상황을 제시하는 음성 자료

초급, 중급

스토리텔링하기

어떤 이야기의 전반부를 들려주는 음성 자료

중급, 고급

의견 말하기

하나의 사회적 주제가 담긴 뉴스/신문 녹음 자료

중급, 고급

비교해서 말하기

도표, 그래프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녹음 자료

중급, 고급

발표하기

특정 주제나 상황에 대한 음성 자료

고급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시험 입력물의 유형에 따라 크게 시각적 자료를 보고 답하는 과제와 듣기 자료를 듣고
답하는 과제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4>와 같다.5)

<표 4> 연구에 사용된 과제 유형
과제 유형
과제 유형

주제

시험 입력물

과제의 세부 유형

1회: 외식
2회: 운동

그림 보고 비교하여 설명하기

시각적 자료(사진)

듣고 비교하여 설명하기

듣기 자료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해결 방법 제안하기

듣기 자료

고민에 대한 글 읽고 해결 방법 제안하기

시각적 자료(글)

시사적인 내용을 듣고 찬반 의견 말하기

듣기 자료

3회: 정년 연장

시사적인 내용의 긴 글을 읽고 찬반 의견 말하기

시각적 자료(글)

더미: 흉악범 신상 공개

시사적인 내용의 신문 헤드라인 읽고 찬반 의견 말하기

시각적 자료(신문 헤드라인)

비교하여 설명하기

3회: 여행
더미: 외식
1회: 진로
2회: 게임 중독

고민 해결 방법
제안하기

3회: 대학 전공 선택
더미: 불만 접수
1회: 핵 발전

찬반 의견 말하기

2회: 유전자 변형 농작물

3.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기술통계와 더불어 고전검사 이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문항난이도(item difficulty)는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총 수험자 중 정답을 응답한 수험자의 비율을 말한다. 문항 난이도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표 5> 문항난이도 산출 공식
내용

분석 방법

고전검사이론
문항난이도

문항난이도(P j)=

rj
n

×100

rj:문항j의 정답자수
n: 전페 피험자수
5) 3차례의 시험에서는 각 시험마다 동일한 기능을 평가하지만 다른 제시 방법을 사용한 과제 유형의 더미 문항을 추가하여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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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난이도에 의한 문항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30미만이면 매우 어려운 문항, .30이상 .80미만이면 적절한
문항, .80이상이면 매우 쉬운 문항이라 평가한다.

4. 결과
4.1. 과제 유형에 따른 난이도 차이
문항의 난이도는 과제 유형, 평가하는 기능, 주제 등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기능을 평가하고
제시 방법이 다른 과제 유형 간에 난이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각적, 청각적 차이보다는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해당 과제 유형이 얼마나 분명하게 제
시하고 있는가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중급 이상의 수준을 요구하는 문항인 비교하여 설명하기 문
항의 경우, 사진 자료를 사용한 시각적 자료를 사용한 과제 유형보다 대화 자료를 사용한 과제 유형의 난이도가 낮게 나
타났다. 반면 고급 수준의 문항인 찬반 의견 말하기의 경우, 시각적 자료를 사용한 과제 유형이 청각적 자료를 사용한 과
제 유형보다 난이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문항이 평가하는 숙달도에 따른 주제 친숙도별로 살펴보면, 주제 친숙도가 높은 중급 문항의 경우 청각적 자료
를 사용한 과제 유형이, 주제 친숙도가 낮은 고급 문항의 경우 시각적 자료를 사용한 과제 유형이 난이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과제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명료하고 단순한 과제 유형이 난이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과제 유형에 따른 난이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과제 유형에 따른 난이도
과제 유형
과제 유형

주제

과제의 세부 유형

시험 입력물

1회: 외식
비교하여 설명하기

2회: 운동

.645
그림 보고 비교하여 설명하기

시각적 자료(사진)

듣고 비교하여 설명하기

듣기 자료

3회: 여행
더미: 외식
2회: 게임 중독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해결 방법 제안하기

듣기 자료

.730
.722

고민에 대한 글 읽고 해결 방법 제안하기

시각적 자료(글)

시사적인 내용을 듣고 찬반 의견 말하기

듣기 자료

3회: 정년 연장

시사적인 내용의 긴 글을 읽고 찬반 의견 말하기

시각적 자료(글)

.409

더미: 흉악범 신상 공개

시사적인 내용의 신문 헤드라인 읽고 찬반 의견
말하기

시각적 자료(신문 헤드라인)

.489

1회: 핵 발전
2회: 유전자 변형 농작물
찬반 의견 말하기

.778
.613

3회: 대학 전공 선택
더미: 불만 접수

.737
.792

1회: 진로
고민 해결 방법
제안하기

난이도

.541
.301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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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시험 입력물 유형에 따른 난이도
시험 입력물 유형

난이도

사진 자료
시각적 자료

듣기 자료

.645~.792

간단한 읽기 자료

.541

긴 읽기 자료

.409

신문 헤드라인

.489

대화 듣기 자료

.778

고민 상황 듣기 자료

.613~.730

사회적 이슈 설명 듣기 자료(정의만 제시)

.301~.393

4.2 과제 유형별 입력물의 차이에 따른 난이도 변화
비교하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것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유형의 문항은 두 장의 사진을 보고 말하는 시각적 입력물과 간
단한 대화를 듣고 말하는 청각적 입력물이 사용되었다.
시각적 입력물은 1~3회에서 모두 제시되었는데 1회 시험에서는 외식을 주제로 한 사진이, 2회 시험에서는 운동을 주
제로 한 사진, 3회에서는 여행을 주제로 한 사진이 주어졌다. 청각적 입력물은 3회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1회 시험에 출
제되었던 문항을 대화로 변형하여 대화를 듣고 설명하는 문항이었다.
3회에 걸쳐 진행된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1회 시험의 평균 점수는 7.7점, 2회는 8.9점, 3회는 9.5점으로 앞의 1, 2번
문항과 동일하게 회가 거듭될수록 평균 점수가 높아졌다. 그리고 3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더미 문항의 평균 점수는 9.3점
으로 1, 2회 시험의 평균 점수보다는 높고 3회 모의시험 문항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난이도 역시 시험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청각적 자료를 사용한 더미 문항의 과제 유형이 시각적 자료를 사용한 1~3회의 과제 유형에 비해 난이도
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시각적 자료인 사진에 대한 해석이 응시자마다 다를 수 있었던 반면에 듣기 자료를 듣고 답하는
유형이 사진을 보고 답하는 유형보다 과제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명료하게 전달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8> 비교하여 설명하기 문항 기술 통계 비교
문항

만점

평균

표준편차

N

난이도

1회: 외식

12

7.7419

2.02110

93

.645

2회: 운동

12

8.8537

1.95235

82

.737

3회: 여행

12

9.506

1.8174

81

.792

더미: 외식 (듣고 말하기)

12

9.346

2.2894

81

.778

고민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과제 유형에서는 고민 상황을 듣고 답하는 유형과 고민 상황에 대한 글을 읽고 답
하는 유형의 과제였다. 3회에 걸쳐 진행된 결과를 살펴보면, 1회 시험의 평균 점수는 7.4점, 2회는 8.8점, 3회는 8.7점으
로 2회 시험은 1회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지만, 3회 시험은 2회보다 약간 낮았다. 난이도에서도 읽고 말하기 문항의 난이
도가 .541로 듣고 답하는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더미문항으로 출제된 읽고 답하는 유형은 평균 점수는 6.5점으로,
고민 해결 방법 제안하기 문항들 중에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앞선 세 주제에 비해 친숙도가 낮은 것과 읽기에 대한 부
담감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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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고민 해결 방법 제안하기 문항 기술 통계 비교
문항

만점

평균

표준편차

N

난이도

1회: 진로 선택 (듣고 말하기)

12

7.3763

2.78257

93

.613

2회: 게임 중독 (듣고 말하기)

12

8.7622

2.34945

82

.730

3회: 대학 전공 선택 (듣고 말하기)

12

8.667

2.5896

81

.722

더미: 불만 접수 (읽고 말하기)

12

6.4946

3.05252

93

.541

찬반 의견 말하기 문항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말하는 유형과 네 단락 정도 되는 긴 글을 읽고 자신의 의
견을 말하는 유형, 신문의 헤드라인을 주고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유형으로 제시되었다.
3회에 걸쳐 진행된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1회 시험의 평균 점수는 4.5점, 2회는 5.9점, 3회는 6.1점으로 앞의 1, 2, 3
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회가 거듭될수록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시각적 자료로 제시한 과제
유형 중에서 신문의 헤드라인이 주어진 문항의 평균이 7.3점으로 가장 높았다.
듣고 답하는 유형인 1회, 2회의 경우 모니터 화면에 제시되는 정보가 전혀 없이 오직 한 번 들려주는 문제를 듣고, 들
은 내용을 메모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수험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반면에 3, 4번 문
항의 경우, 화면에 시각적으로 텍스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시된 문항에서 요구하는 것을 명료하게 파악하기
쉽고, 3회 시험의 경우 발화할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10> 찬반 의견 말하기 문항 기술 통계 비교
문항

만점

평균

표준편차

N

난이도

1회: 핵 발전(듣고 말하기)

15

4.5161

4.34732

93

.301

2회: 유전자 변형 농작물 (듣고 말하기)

15

5.9024

4.50476

82

.393

3회: 정년 연장 (긴 글 읽고 말하기)

15

6.148

4.8596

81

.409

더미: 흉악범 신상 공개
(신문 헤드라인 읽고 말하기)

15

7.3354

4.44448

82

.489

5. 결론
말하기 평가에서 문항의 난이도는 평가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문항의 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문항에서 평가하는 기능, 주제 등 다양한 것들이 고려된다. 그 중에서도 문항이 평가하는 기능과 유형, 주제는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동일한 기능, 주제를 다루는 문항 안에서도 과제 유형이 다를 경우,
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자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과제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많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과제 유형을 달리 했을 때 난이도의 변화가 있는지, 그 중에서도 특히 과
제를 제시하는 유형에 따라 난이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숙달도에 따라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 시각적 자료를 사용한 과제 유형은 사진 자료와 헤드라인과 같은 간단하지만 명료한 자료를 사용한 과제 유형
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긴 읽기 자료의 경우 많은 자료를 담고 있지만 학습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다른 시각적 자료를 제시한 과제 유형과 비교하여 난이도가 높게 나타났다. 청각적 자료를 사용한 과제 유형의 경우 간
단하고 일상적인 대화 듣기 자료가 가장 난이도가 낮았으며, 응시자가 과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
슈에 대한 정의를 듣고 말하는 유형이 가장 난이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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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주제에 따라 난이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능을 평가하는 문항 안에서 과제 유형을 달리 했을 때 난
이도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시각적, 청각적 자료의 차이보다는 과제 유형이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명료
하고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주제 친숙도가 낮을수록 듣고 말
하는 청각적 자료의 과제 유형보다 읽고 말하는 시각적 자료의 과제 유형이 난이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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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한국어 말하기 평가 문항에 있어 과제 유형에 따른 난이도 분석”에 대한
토론문
김서형(경기대학교)

공식적인 말하기 평가의 실행을 위해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논제를 다룬 이 발표는 향후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하루 빨리 숙달도 말하기 평가 도구를 성공적으로 개발
하시고, 이를 계기로 한국어능력시험 평가 체계가 정립되길 바라면서, 여기에서는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을 여쭤
봄으로써 토론자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먼저 2017년 모의시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발표문에는 7개의 평가 문항, 3개의 분석 자료
문항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발표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평가 문항 등이 어떤, 무슨
방식으로 제공되었고 채점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cf. CBT 기반 평가의 경우 학습자들에게는 화면의 시각 (읽기) 자료 배치 유형 등도 난이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정한호 2009
등)가 있습니다.

2. 분석 대상으로, 모의시험의 과제 유형 7가지 중 더미 문항과 동일한 기능을 평가하는 3가지 문항만을 선택한 이유
는 무엇인가요? 학문 목적 말하기 평가 과제를 다룬 연구들(남신혜 2017, 김상경 2015 등)에서는 ‘강의나 자료 등
을 요약하여 말하기, 주제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근거와 함께 말하기, 자료를 분석 후 발표하기’가 학문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실제적 말하기 활동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평가 문항의 과제 유형으로 제안하였습니다.

3. 4장, 5장에서의 과제 난이도 유형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각적, 청각적 차이보다는 각 문
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해당 과제 유형이 얼마나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가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
셨는데,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제의 내용과 관련된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난이도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인지요?

4. 분석 자료의 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3문항의 결과(비교하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것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유형: 청
각적 자료 유형이 난이도가 낮음, 고민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유형: 시각적 유형이 난이도가 낮음, 찬반 의
견 말하기 문항: 시각적 자료 유형이 난이도가 낮음)를 가지고 과제 제시 유형이 난이도에 영향을 (주제와의 친숙도
보다 덜) 준다고 판정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또한 주제의 친숙도가 낮을수록 청각적 과제 유형이 난이도에서 낮다고 하셨는데, 연구에서 사용한 고민 해결 방법
이 학습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주제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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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가설 2인 문항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 유형은 숙달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
았는데, 발표문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혹시 발표문 제출 이후 분석한 내용이 있으신지요?

6. 4장과 5장의 내용을 보면 평가 문항의 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과제 제시 유형보다 주제와의 친숙도, 문항(과
제 자료) 길이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수용하면 변인에 따라 난이도에 미치는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생각한 것이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말하기 평가 문항 개발에 반영할 계획
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분과

7
한국어문화교육 일반 2

사회 : 강남욱(경인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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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 사례 연구
-한국어 집중과정 학습자를 대상으로한선(고려대학교)

1. 서론
본 연구는 대학에 진학한 외국인 학습자의 대학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적용
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의 사례를 보여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습자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는 강의를 수강하고, 보고서를 쓰는 등의 단순한 학업 능력 이외에 ‘발표와 토론, 조별 과제’와 같은 학습자 간 다양한 협
업 능력 이 요구된다.1) 그러나, 현재 한국 대학에 진학하는 외국인 학습자의 대부분은 중급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가지
고 있어 복합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는 발표나 토론 등의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2) 또
한 전공이나 교양 수업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과 내용 이해가 부족해 이를 보충해 줄만한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한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나 사회구성원과의 소통 능력 등의 보다 고차원적인 학습 능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발표나 토론
등의 말하기 수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외국인 학습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업 전에 학습자들이 수업 내용을 교사가 제시한 동영상을
통해 미리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교사와 학생들이 사전 학습에서 논하지 못한 문제들을 스스로 논의해 보
는 ‘플립러닝’을 학문 목적의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 적극 활용해 보고자 한다.

2. 플립러닝과 한국어 말하기 교육
플립러닝은 ‘거꾸로 학습’, ‘거꾸로 교실’, ‘역전 학습’, ‘반전 학습’, ‘역진행 수업 방식’ 등으로 번역되는데, 강의실에서
강의를 받고, 집에서 과제를 하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과 달리 수업에 앞서 교수가 제공한 자료(온･오프라인 영상, 논문
자료 등)를 사전에 학습하고, 강의실에서는 토론, 과제 풀이 등을 하는 형태의 수업 방식을 의미한다.3) 이러한 방식은 온
1) 김현정(2013)은 국내 15개 대학의 말하기 관련 개설 강좌의 수업계획서를 분석하여 대부분의 대학 말하기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들어야 수행이 가능한 ‘이론, 대화, 발표, 설득, 토론, 토
의, 면접’ 등의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2) 실제 대학에 진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실력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한국 대학 입학 시 필요한
한국어 능력 기준이 한국어능력시험 3급으로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는 중급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3) 플립러닝네트워크위원회(FLN’s board)에 의하면, 플립러닝은 다양한 학습 방식을 허용하고, 유연한 학습 공간을 창조한다는 의미의
‘융통성 있는 환경(flexible environment)’, 학습자 중심으로 변하는 ‘학습 문화(learning culture)’, 학습자 주도의 학습 문화나 교수
자의 정교한 수업 설계에 의한 의도성을 가진다는 ‘의도적 학습 내용(intentional contents)’, 교수자가 교육학적 지식뿐 아니라 테크
놀로지에 대한 전문적 소양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는 ‘전문적인 교육자(professional educator)’ 등의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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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과 오프라인 교수-학습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한 유형으로 학습자들을 수동적 학습자에서
능동적 학습자로 변모시키고, 수업 시간과 과제를 하는 시간 개념을 변화시킨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자간의 협
동 작업을 통해 학습의 효과가 증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많은 배경 지식과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한 각 대학의 교양
과 전공 강좌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2015년 이후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플립러닝을 적용한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가 속속 등장하
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 플립러닝을 활용한 것으로는 어휘 및 화용 교육(김규훈(2015), 정혜선(2017)), 문법 교육(이소현
(2015), 우연희(2017), 이경·윤영(2017), 성윤희(2018)), 쓰기 교육(김성수(2017), 이경애(2017), 김재희(2018)), 말하기 교
육(이정연(2016), 김세나(2017)) 문화 교육(홍예식(2015))에 적용한 연구들과 통합 교육(박진욱(2014), 송금랑(2015)에 대
한 연구들이 있다.
이중, 한국어 말하기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는 이정연(2016)의 연구가 있는데, 플립러닝을 활용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안락사’를 실례로 한 토론 수업에 적용하여 논설문을 작성하는 교육모형을 제시하여 대학 말하기
교육의 수업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김세나(2017)는 일반목적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웹(web) 기반의 교재인 세종한국어와 <누리-세종학당> 사이트
를 교수-학습 운영의 플랫폼으로 설정하여 과제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안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플립러닝은 학습자의 말하기 실력 향상은 물론이고 학습자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다양한 정보 원천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수-학습자, 학습자-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플립러닝의 방식을 도입하여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
로 한 말하기 수업의 사전 학습 자료 활용 사례를 발표와 토론의 수업에 적용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3. 플립러닝 기반의 말하기 수업 설계
3-1. 수업 목적 설정
본 연구는 대학에 진학한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고급 수준의 발표와 토론 등 주로 격식적 말하기
능력의 신장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첫째, 플립러닝을 활용하여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발표 및 토론을 위한 내용 구
성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하고자 한다. 둘째 플립 러닝의 수업 방식을 통한 말하기 경험을 통해 학습자들이 학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스스로 획득하는 방법을 익힐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본고는 2018년도 1학기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외국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한국어 집중과정’ 수업의
일부를 플립러닝의 방식으로 운영한 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실제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3-2. 수업 대상 선정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총 14명이었으며 한국어 수준은 중급 수준이었다.4) 학기 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U러닝연합회, 2014).
4) <한국어 집중과정>은 2018년 1학기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중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주5일 하루 3시간, 총 16주 과정의 한국어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분반은 총 3개 분과로 5급 과정(현재 TOPIK 4급 학생 대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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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 기존의 교재 중심의 한국어 수업 이외에 ‘발표와 토론, 조별 과제’ 등의 다양한 협업 능력이 요구되는 말하기
주제를 선정하여 매주 금요일 프로젝트 수업의 일환으로 본 수업을 진행하였다.5)

<표 1> 수업 대상
수업 대상

<한국어 집중과정> 오전반 5급 과정 학습자 14명

수업 목표

대학 강의 수강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 연구하여 고급 수준에 맞게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다.
월~목: <재미있는 한국어5> 교재 수업

수업 과정

★금 : 플립 러닝을 활용한 말하기 수업
(전반부 : 발표 수업, 후반부 : 토론 수업으로 진행)

3-3. 수업 전개
본고의 수업 전개는 플립러닝의 일반적인 수업 모형인 ‘수업 전 – 수업 중 – 수업 후’의 단계를 따라 ‘말하기 수업
전’ -> ‘말하기 수업 중’ -> ‘말하기 수업 후’ 로 변형하여 진행하였으며, 단계별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말하기
수업 전
온라인
(블로그)

말하기
수업 중

→

오프라인
(교실)

→

말하기
수업 후
온라인
(블로그)

[그림 1] 말하기 수업 모형

(1) 말하기 수업 전 단계
이 단계는 학습자들이 교수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학습을 하는 단계로 이때 사용된 동영상 자료는 교수
자가 사전에 녹화한 영상이나 기존의 영상 자료를 교수자의 블로그에 올리고 학습자들이 사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보통 플립러닝 수업에서는 교수자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본고 역시 교수자가 일반목적
의 고급반 한국어 학습자와 함께 만든 15분 내외의 ‘주제 발표와 다큐멘터리, 뉴스’를 주로 활용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토론 수업의 경우) 주제와 관련된 동영상(뉴스 등) 및 해당 주제와 관련된 텍스트를 활용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미리 예습해 오도록 안내하기도 하였다.6)
4급 과정(현재 TOPIK 3급 학생 대상), 3급 이하 과정(현재 TOPIK 2급 이하 학생 대상)으로 나뉘며, 오전반(9시~12시)과 중간반
(12시~15시), 오후반(15시 30분~18시 30분)으로 운영되고 있다. 별도의 학점 부과 없이 일정 기준의 성적(전체 평균 70점)을 통과
해야 수료가 가능하다.
5) 플립 러닝을 활용하여 매주 금요일 실시된 말하기 전반부 ‘발표 수업’은 Bergmann, J., Sams, A.(2012)의 방법을 그대로 따랐으며,
후반부 ‘토론 수업’은 학습자에게 맞게 플립 러닝을 변형하여 적용하였다.
6) 플립러닝의 사전 학습 자료로 중요하게 여기는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다른 입장을 보인다. 신정숙(2014), 송주연
(2017) 등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은 사전 학습 자료로서의 동영상을 교수자가 직접 제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반면 Bergmann
& Sams(2012) 중 브라이언 베넷의 사례나 이정연(2016) 등은 사전 학습의 자료를 단지 동영상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읽
기 자료나 웹 자료 등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한혜민·김선아(2016) 역시 동영상 외의 텍스트나 웹링크 등의 학습자료 역시 사전
학습 자료로 사용하여 연구한 바 있어 본고 역시 보다 넓은 의미의 ‘사전 학습 자료’로 교수자가 만든 동영상 이외에 수업 관련
PPT 및 읽기 텍스트 등도 사전 학습자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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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말하기 수업 전 활동
말하기 수업 전

온라인 활동

내용
1. 교수자 블로그에 학습자가 수업 전 학습할 동영상 및 자료 텍스트 올리기
– 교수자가 촬영한 자료를 시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주제에 따라 다른 동영상이나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음
2. 미리 제시된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기
- 동영상이나 텍스트 자료 제공 시 이와 관련된 질문 목록도 같이 제공되도록 해 학습자 이해를 돕도록 유도함
3. 본 수업에 필요한 내용 확인하기
4. 자유롭게 댓글 달기

(2) 말하기 수업 중 단계
본 수업에서는 크게 주제 발표(7주)와 토론(6주)의 과정을 중간시험을 기점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이 단계에서는
각각 전 단계의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한 개념을 실제 적용해보고, 토론, 토의를 통해 사고를 심화하는 활동을 하였다.
수업 시간에 학습자 간 혹은 학습자와 교수자 간에 상호작용 및 토론을 통하여 수업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다음으
로 각자의 진도에 따라 과제를 해결하거나 학습자 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완성하며 학습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
리하도록 하였다.7)

<표 3> 말하기 수업 중 활동
말하기 수업 중

교실활동
(오프라인)

내용
1. 사전 학습한 내용에 대한 확인 및 평가
-수업 전 미리 제공된 질문에 학습자들이 제대로 답했는지 확인하기
(동영상 내용을 요약하여 간단히 말해 보기)
-학생들은 제공되었던 영상 및 텍스트 자료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기
2. 학습 목표 제시(각 차시별)
3. 학습자 중심 활동
팀 조직 후 학습자 상호작용 수행
(1) 주제 발표(1명~ 최대 2명)
주제 선정 -> 자료 찾기 -> 발표문 작성 -> PPT 만들기 -> 연습
(2) 토론 (4명~5명, 사회자 1명, 찬성·반대 각 2명)
주제 제시 -> 찬반입론 -> 반론 -> 반박 -> 최종 발언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자의 학업 성취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팀원 배정
-수업 중 교사가 돌아다니며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개별적인 지도나 피드백 제공
-토론 수업 시 찬성과 반대 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부 의견 공유와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4. 발표 및 토론 시연
-발표와 토론에 대한 동영상 촬영 및 동료평가를 실시해 다음 학기 학습 자료로 활용
5. 마무리
-활동에 대한 피드백 및 공통적으로 발표나 토론 과정의 부족한 면을 다같이 논의

(3) 말하기 수업 후 단계
학습자는 앞서 수행한 발표와 토론의 활동 결과물을 블로그에 올려 서로 공유하고 교수자는 전체적인 피드백(교수자

7) 이때 사전 동영상을 충실히 보지 않고 수업에 오거나, 개념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학습자들은 학습자의 개별적 수준을 파악하고
있는 교수자나 내용을 잘 아는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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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동료평가 결과)을 각 학습자에게 1:1 채팅이나 이메일로 알려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스
스로 점검하고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표 4> 말하기 수업 후 활동
말하기수업 후

내용

온라인

활동 결과물(발표 자료 및 토론 자료)을 블로그에 올려 공유하고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교수자 평가와 동료평가를 토대로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

4. 플립러닝 기반의 말하기 수업의 실제
앞장에서 제시한 교육 모형을 바탕으로 각 주차별 대학 수학에 필요한 말하기 활동 곧 ‘발표’와 ‘토론’ 수업의 실례를
간략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4-1. 발표 수업의 실례
학문적 상황에서의 외국인 학습자가 발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표가 그 발표 목적에 맞게 진행되어
야 한다.8) 발표를 요구하는 수업의 지침에 맞춰 발표의 형식과 주제, 내용을 따를 필요가 있으며 청중의 요구를 충족시
킬 수 있도록 발표를 진행해야 하나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격식적인 상황 곧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발표 과정에 대해 이
해가 부족하므로 수업계획표를 배부하는 등의 ‘발표 수업’의 필요성과 ‘플립러닝’의 운영방식을 충분히 공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대학 중간시험 전 전체 7주차에 걸쳐 발표 수업 과정을 진행하였으며(팀원은 2명 이내, 발표 시간
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제한하였음) 각 주차별로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말하기 수업 전 활동’ 자료를 되
도록 학습자가 30분 이내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업로드 하였다. 이때 교수자가 블로그에 올린 자료는 교수자
의 수업 PPT나 선배 학습자의 발표 동영상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업 중 활동에
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교수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발표문을 비롯한 학습활동을 준비하도록 돕
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였을 뿐, 일일이 발표 내용을 수정해 주거나 고쳐주는 활동은 하지 않았다. 또한 최종 발표 시에는
교수자 평가와 함께 학습자간 동료평가를 실시하여 ‘말하기 수업 후(온라인)’ 상호간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발
표 당시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추후 학습자는 최종 발표 자료를 PDF파일로
전환해 교수자의 블로그에 올려 수업 후에도 서로 자료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9)

8) 정명숙·최은지(2007)는 학문적인 상황에서의 발표 수행에는 여러 가지 언어적 기술이 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발표는 발표자가 자료
를 읽거나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하며, 사고한 내용을 자료로 작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후
구어로 실현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라 하였다.
9) 학습자 중 사진이나 동영상을 발표 내용에 삽입할 때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3분 내외(한국어 방송 또는 한국어 자막 필수)
로 하고, 동영상을 보기 전 내용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해 청중(동료 학습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329
<표 5> 각 주차별 ‘발표’ 수업 활동
주차

수업 내용

1

발표 수업 안내

말하기 수업 전(온라인) –중(교실) 후(온라인) 주요 활동
-발표 수업의 개요 및 플립러닝 수업 운영방식 안내
-전체 발표 일정 소개
수업 전(블로그) -> 1) 교사 제작 PPT 자료(발표 어떻게 해야 할까?)

2

발표 수업의 개요 파악하기
(교사 제작 PPT 6장 분량)

2) 사전 질문 파악하기
(예: 발표란 무엇이며, 내용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수업 중(교실) -> 동영상 내용 확인 및 학습자간 관심 있는 주제 논의
수업 후(블로그) -> 팀 구성하여 댓글 남기기
수업 전(블로그) -> 1) 학생 발표 동영상 보기

3

발표 내용 구성하기
-주제와 목차 정하기
수업 중(교실) -> 학습자 활동-팀원간 협의하여 목차 만들기
수업 후(블로그) -> 각 팀별 목차 올리기

4

발표문 만들기

5

PPT 만들기

6

발표 요령 학습하기
-노트카드 보며
발표 연습하기

수업 전(블로그) -> 발표 자료 찾기(자료의 좋은 예와 나쁜 예 화면)
수업 중(교실) -> 학습자 활동 -발표 자료 요약해 발표문 만들기
수업 후(블로그) ->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정리하여 발표문 만들어 올리기
수업 전(블로그) -> PDF 문서로 PPT 만드는 요령과 주의점 파악하기
수업 중(교실) -> PPT 만들어 교사 피드백 받기(구체적 내용 확인)
수업 후(블로그) -> 만든 PPT 올리기
수업 전(블로그) -> 노트카드 만드는 법과 발표 표현(전,중,후 말하기 표현) 학습하기
수업 중(교실) -> 팀별로 노트카드 만들어 발표 전,중,후 표현에 맞게 말하기 연습하기
수업 후(블로그) -> 노트카드 올리기
교실 – 학습자 -> PPT 활용하여 발표하기

7

발표

수업 후(블로그) -> 최종 발표 자료 올려 상호 피드백 받고, 자기평가지를 통해 자신의 발표를 점검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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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토론 수업의 실례
대학에 진학한 외국인 학습자들의 경우 수업 중 토론 활동을 힘들어하는데 단순한 한국어 능력 부족이 아니라 해당 논
제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다. 따라서 한국어 능력이 상이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의 토론 능력 향
상을 위해서는 토론을 실시하기 전 토론 논제에 대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지식들을 선행 학습할 수 있는 플립러닝을 활
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10) 이를 토대로 본고 역시 플립러닝을 말하기 수업에 적용하여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논제 이해 능력과 토론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아래 <표 5>와 같은 절차로 토론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전 동영상 자료
로 논제와 관계된 일반 목적 학습자의 주제 발표 자료를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외 논제 관련 뉴스 자료(YTN
한국인의 통일의식) 및 JTBC 비정상회담 ‘통일’ 편의 편집본(7분 35초), 기타 유튜브 자료를 활용하였다. 토론 연습을 위
하여 각 팀당 4명~5명으로 구성하여 총 3개의 조(사회자 1명11), 찬성·반대 각 2명씩 1조가 되도록 팀 구성)를 만들었으
며 팀원간 협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토론은 ‘논제 제시 -> 찬반 입론 -> 반론 -> 반박 -> 최종 발언’의
5단계 과정으로 수행하였다. 전체적인 토론 단계 수행은 2018년 4월 한반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남북통일’에 대한 것으로
하였으며 ‘영어 조기 교육’과 학습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대학기숙사 내 CCTV 설치 논란’ 등을 자유 토론의 방식으
로 진행하여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표 6> 각 주차별 ‘토론’ 수업 활동
주차

수업 내용

1

토론 수업 안내

2

토론의 구성

말하기 수업 전(온라인) –중(교실) 후(온라인) 주요 활동
-플립러닝을 활용한 토론 수업 활동 소개
수업 전(블로그) -> PPT(토론 어떻게 해야 하는가?)<-교수자 제작 토론의 정의 및 구조, 태도 등
수업 중(교실) -> 학습자 활동으로 토론의 정의, 구조, 학습자 태도 등 에 대하여 친구에게 설명해 보는
활동 시행
수업 후(블로그) ->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여 댓글 달기
수업 전(블로그) ->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관련 뉴스를 제시한 후 <남북통일, 필요한가?> 라는 논
제를 제시
-> 학습자 이해를 돕기 위한 선행학습으로 남북분단의 역사 관련 발표 동영상과 질문
보기(한국전쟁 67년, 15분)

3

논제에 대한 정보 파악하기

수업 중(교실) -> 남북분단 67년의 과정에 대한 학습자간 설명하기 활동 진행
수업 후(블로그) -> 각 조별로 남북분단 과정(4단계)을 각 단계별로 요약하여 녹음 후 블로그에 올리기
-> 논제<남북통일 필요한가>에 대한 찬반 입장 정하기

10) 이정연(2016)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의 토론 능력 향상을 위해 실제 토론이 이루어지기 전 기초 작업에 해당하는 내용적,
언어적, 논리적 측면의 지식을 온라인에서 선행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 및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실제 토론에 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11) 본 교실 수업 시, 때에 따라서는 교사가 사회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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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론 표현 익혀
찬반 입론하기

수업 전(블로그) -> YTN 한국인의 통일의식조사 뉴스(와 실제 토론 영상(TVN 대학토론 배틀, 통일편)을
보고 토론에 필요한 표현 골라내기
-> 토론에 필요한 표현 PPT 자료로 학습하기(주장, 반박, 확인, 자료인용, 소주제 전환
표현 등)
수업 중(교실) -> 학습 모둠 활동(찬성/반대 주장과 근거 공유하기)
-> 선행학습으로 익힌 토론 표현 활용하여 찬반 입론 연습하기
수업 후(블로그) -> 모둠별로 찬성 반대 주장 2가지씩 올리기
수업 전(블로그) - 비정상회담 ‘통일’편 (7분 35초 편집본) 보고 각 찬 반 주장을 정리하고 어떻게 상대방
의견에 반박하는지 알아보기

5

상대방 의견에 반박하기
+최종 발언하기
수업(교실) -> 토론 개요서 작성해 상대방 의견에 반박하고 최종 입장 정리해 각 조별로 토론 전체활동
연습하기
수업 후(블로그) -> 각 조별로 토론 개요서 작성 올려 정보 공유하기

6

자유 토론하기

수업 전(블로그) -> 영어 조기 교육 문제와 대학기숙사 내 CCTV 설치 논란에 대한 논제 제시
수업(교실) -> 양자 택일해 각 조별로 자유 토론하기
수업 후(블로그) -> 동료평가 및 교수자 피드백 제시

4.3 수업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조사
플립러닝을 활용한 말하기 수업의 효과와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수업에 참여한 14명의 학습자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와 1:1 인터뷰를 실시하였다.12) 설문은 크게 직접적인 ‘수업 방식(플립러닝)’ 적용에 대한 부분과 ‘말하기
실력 향상과 관련된 수업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는데, 먼저, 전체 응답자중 11명의 학습자가 본 강의 방
식(플립러닝)이 일반 강의보다 흥미로웠고, 기존의 강의식 수업보다 블로그를 통한 사전 학습 내용을 통해 본 수업 내용
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이런 방식의 수업이 많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여, 플립러닝을 활용한
말하기 수업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수업의 효과와 관련된 질문 중 응답자의 11명이 말하기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발표와 토
론을 각각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알게 되었으며(3명), 주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많이 준비하여 말할 수 있어 발표
나 토론에 자신감이 생겼고(4명),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연습
할 수 있어 좋았으며(3명), 연습을 통해 내용을 요약하거나 질문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유익했다는 응답을 하였다(1명).
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플립러닝의 수업 방식과 이를 활용한 발표 및 토론 분야의 말하기 능력 신장에 학습
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습자들은 동영상에 나오는 어휘의 어려움과 학습 소요
시간(1시간 이상) 및 과제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하여, 추후 수업 시행 시 이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2) 이번 설문조사는 수업 참여자 14명 중 13명이 참여하였고, 객관식과 주관식 질의로 구성되었으며, 객관식에 대한 답변은 ‘5점(매우
그렇다), 4점(그렇다), 3점(보통), 2점(그렇지 않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13) 이외, 설문에 응답한 2명의 학생은 동영상에 나오는 어휘의 어려움과 학습 소요 시간(1시간 이상) 및 과제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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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에서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대학 수학을 위해 플립러닝을 각각 말하기 발표와 토론 수업에 적용해 보
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제에 대해 생각하는 사고력과
격식적인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 나아가 논리적인 말하기 능력의 향상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의 사례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대학 수강 시 겪는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플립러닝의 방식
으로 우수한 한국어 실력을 가진 학습자 또한 양적으로 늘어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그러나, 이 연구는 비교군 없이 수
업이 진행되었고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보다 많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세밀하고
실질적인 실험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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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 사례 연구
-한국어 집중과정 학습자를 대상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은정(한국외국어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에 입학한 학문 목적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말하기 발표와 토론 수업에 플립러닝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발표와 토론이라는 격식적인 상황에서 논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가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플립러닝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정
보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교수-학습자, 학습자-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학습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국어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 훈련과 격식적인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경험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발표와 토론 지도에 플립러닝을 적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말하기 실력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향상시킬 수 있
는 유용한 방법임이 분명하다. 플립러닝 방식을 적용한 발표․토론 말하기 지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논문을 읽게 되었다. 전반적으로는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활동 내용이 수
업 목표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수업 운영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해 보겠다.

첫째, 수업 설계에서 중간시험 전 7주차까지는 발표 수업이, 이후 6주차 동안은 토론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각 수업 안내
(첫 주차)와 실제 발표/토론(마지막 주차)이 포함되므로 실제적으로 학습자들이 발표를 준비한 시간은 5주간, 토론을 준비한
시간은 4주간이다. 특히 토론 수업에서 ‘남북통일’을 주제로 학습자들이 준비한 시간은 3주간에 해당한다. 1주차에 수업시간
이 3시간임을 고려할 때 20분가량의 발표를 위해 15시간의 준비 시간이 합당한가? 발표 수업 전 교육 내용은 대부분은 발표
의 형식에 대한 것으로 유사하고, 실제 수업 중(교실) 활동은 말하기 수업보다 쓰기 활동이 주가 되는 프로젝트 수업에 가까
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토론수업의 수업 전 활동은 해당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수업 중 활동도
말하기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플립러닝을 적용한 말하기 수업이라면 발표 수업보다는 토론 수업이 더 적합
하다고 보여 진다. 이런 관점에서 전반부 발표와 후반부 토론 수업의 순서와 시간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업 후 수업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플립러닝을 적용한 발표/토론 수업은 학습자
들이 수업 전 동영상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고 실제 수업 시간 외 부가적으로 학습 소요 시간이 발생하므로 학습자 부담
이 높다. 자발적인 학습자의 경우 플립러닝 방식을 선호하겠으나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은 높은 학습 부담으로 인해 오히
려 학습 동기가 저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습자 전체를 고려했을 때 수업 효과를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셋째, 발표와 토론 수업은 고급과정의 일반적인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서도 필수적인 교육 내용이다. 그렇다면 플립러닝
을 적용하여 지도했을 때와 일반적인 강의식으로 지도했을 때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 향상 정도가 과연 차이가 있을지
도 매우 궁금하다. 플립러닝 방식과 일반 강의식 방식의 교육 효과 비교가 연구에 포함된다면 교육 현장의 교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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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의 이주노동자 대상 사회통합 정책과 언어정책
이유인(상명대학교)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다문화정책을 실시했던 네덜란드가 통합 정책으로 정책적 전환을 시행하며 언어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시한 언어 정책과 언어 교육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교육 정
책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은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방지를 위한 ‘단기 순환 정책’으로 기조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을 가진 이주노동자의 경우 3년간의 취업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새로운 노동자를 도입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즉 단기로 활용하고 인력을 순환시키는 정책을 고용허가제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 정책은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 이주노동자의 정주를 허용하게 되면 사회 간접비용의 증가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된다는 것이 정부의 정주화 방지에 대한 논리이다.
그러나 한국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장기체류외국인이 2000년에는 219,962명이었으나 2016년 6월 말 1,481,603명으로
그 수는 약 7배 증가하였고, 전체 체류외국인 중 장기체류외국인의 비중(44.8%→74.0%)도 단기체류외국인을 훨씬 초과
했다. 2018년 6월에는 약 229만 명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체류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1) 이처럼 체류외국인의 증가원인으로는 주로 취업으로 인한 외국인의 증가와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
가 등으로 볼 수 있다.2) 또한 체류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가 단기 순환 정책의 기조와 달리 체
류 기간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합법적으로 최장 9년 8개월까지 체류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주노동자들
의 장기체류가 가능한 것은 사업체의 요구와 양질의 숙련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재고용 계약’을 통한 체류
기간 연장을 도입했기 때문이다.3)
1) 체류외국인 장·단기 체류기간별 현황 2018년6월.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표 1> 체류외국인 장단기 체류기간별 현황
(2018.06.30. 현재, 단위 : 명)
구

분

2017년 6월
2018년 6월
전년대비 증감률
구성비

장기체류
총 계
소계
등 록
거소신고
잘못된 계산식
0
1,139,507
391,892
524,451
1,531,399
1,198,900
428,393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100%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단기체류
524,451
664,360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2) 체류외국인의 증가이유는 2004년에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비전문 취업이 늘어나고 1992년 8월24일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와 2007년 3월4일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로 인해 중국 동포의 국내체류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3) 처음 재고용 제도가 도입된 2007년은 2004년에 도입되기 시작한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3년 체류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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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 체류 외국인 현황
2018년6월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용허가제도의 시행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부가 내세웠던 고용허가제도의 ‘단기 순환 정책’은 사실상 불가
능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대처 방안으로 제시된 정책으로 정부가 의도했던 단기 순환 정책의 근간은 무너
졌고, 단지 이주자 신분으로 체류하면서도 가족 동반의 권리나 정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장기 순환 정책이 되었다.4)
이처럼 점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한국 사회에 장기체류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
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한국도 1990년대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이
주자노동자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한국어 교육 연구자들은 고용허가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꾸준히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교육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
며 이와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김정은(2006)에서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도의 제도적, 법적 내용과 그에
따른 한국어 시험 및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진단하였고, 조항록(2008)에서는 이
주노동자대상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며 이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국어
학습 접근성을 증대시킬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김재욱(2012)에서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혜택의 대상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이미혜(2016)에서는 고
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의 기능과 역할 수행상의 문제와 특별한국어능력시
험의 구성과 응시자 선정의 부 적절성,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이 공인된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연계성을 갖지 못
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자들의 이주노동자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주노
동자를 일정 기간이 되면 떠난다는 단기 순환 정책을 견지하며 이들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배경으로 이주노동자가 유입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2000년대 초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며 통합 정책’5)을
당시 재고용을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들 본국으로 출국 후 1개월 후 다시 입국하여 3년 동안 체류 기간을 다시 보장받았다. 이후
2009년에 재고용 제도는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이주노동자의 출국 없이 연속적으로 4년 10개월 일하는 제도로 바뀌었다. 2007년
이후 체류 기간을 연장 받은 노동자들의 체류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성실 근로자 재고용 제도’
로 대상자가 된 노동자들이 재고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용허가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최장 9년 8개월의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
할 수 있게 되었다.
4) 2017년에는 통계청에서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해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체류 기간 만료 후 한국체류 희망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의 76.7%, 10명 중 7~8명이 한국에 계속하여 체류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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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있다.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스웨덴, 독일, 덴마크 등 유럽 지역의 다수국가들이 정책전환을 하였다.
국가에 따라 정책 전환궤도는 시기별로 다르게 전개되었지만 유럽 지역의 많은 국가는 이주자노동자의 ‘통합’을 의무화하
는 ‘시민 통합 정책’6)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도 통합시험에 합격하면 시민권이 부여하고 있다(joppke,2007).
이와 같은 유럽 국가들의 변화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정책전환을 시도
한 네덜란드의 통합정책을 살펴보고, 이주자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정책과 언어 교육과정 등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이주노동자의 통합을 위한 한국어 교육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의미가 있다.

2. 유럽 국가의 이주노동자 정책
2.1. 이주노동자 정책의 유형
‘이주’란 인류학 적으로 인간이 자연에 순응하며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이동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이주는 지역 내 주민이동 이였으나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주는 자본과 개인의 경제적 이해
가 우선시 되며 변화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로 집약되는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은 자본주의 하의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전 세계로 이주의 범위가 넓어지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회에 공존하는 사회가 되고, 다문화적
사회구성체는 다시 다문화 정책 및 이주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이주자의 삶과 정주민을 포함한 그 사회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처럼 이주(Migration)와 다문화(Multicultural)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란 인간사회의 다양성, 인구학적·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서, “언어, 종교, 관습,
가치관, 국적, 인종, 민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민자 등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사회”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다문화주의 개념은 분야, 학파,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 다
문화주의는 국가나 인종, 민족 등의 거시적인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의 소외계층이나 소수인종, 또는 세
대 간 갈등과 성역할 차이 등의 미시적 문제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주제이다.7)
Castles and Miller(2003)8)는 다문화정책을 국가가 이주자를 수용하는 방식에 따라 동화주의, 차별 배제주의, 다문화주
5) 통합정책(integration policy)은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시민 통합 등 통합에 관한 다양한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가 구체적으로 채택
하는 동화주의 정책, 다문화주의 정책, 시민통합정책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이러한 통합정책은 이주자만이 아니라 자국민
도 통합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주자만을 일방적인 정책 대상으로 하였던 초기의 이주자 정책(immigrant policy)보다 발전된
개념이다.(유란숙.2011)
6) 시민 통합에서의 시민이 가지는 의미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 즉 국민과 비국민 이주자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보
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7) 다문화주의는 ‘용광로(melting pot)’, ‘모자이크(mosaic)’, ‘샐러드 그릇(salad bowl)’ 등의 다양한 개념이 존재한다. ‘용광로’가 소수집
단이 주류사회에 녹아드는 동화주의적 관점을 반영한다면, ‘모자이크’는 소수집단이 주류사회의 단위문화를 배경으로 점점이 박혀있는
것을 의미하며, ‘샐러드그룻’은 소수집단과 다수집단이 상호 공존하면서 고유의 개별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또 다른 통합성을 의미한
다. Inglis는 다문화주의를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으로 보는 ‘인구-기술적(demographic-descriptive)’ 관점,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이념인 ‘이념-규범적(ideological-normative)’ 관점,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공평한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
의 정책과 프로그램인 ‘프로그램-정책적(programme-political)’ 관점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부 개입에 대한 찬반 입장에 따
라 다문화주의를 ‘비판적 다문화주의(critical multiculturalism)’와 ‘관대한 다문화주의(benign multiculturalism)’로도 분류한다.(한승
준.2008.다문화사회의 이행단계별 거버넌스 전략에 관한 연구 참조)
8)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Fifth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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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먼저, 동화주의는 유입된 이주자의 문화, 종교, 언어, 사회적 특성을 포기하고 거주지의 현존하는 문화에 흡수되어 동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화주의는 외국인의 정착은 허용하지만 이들이 거주국의 문화와 언어에 동화되는 것을 요구하
며 주류사회의 핵심가치로 순응할 것을 요구하는 주의이다. 프랑스의 공화주의가 동화주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9)
차별배제주의는 이주자들이 소수에 불과하여 내국인의 단일성과 정체성을 위협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이들을 수용하
고 자국민의 문화적 정체성에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 이들을 배제하는 유형이다. 즉 소수이종에 대한 효용을 정
책적 배제로 대응하는 주의이다. 이것은 그들의 정착을 차단하는 정책으로 단일민족국가를 강조해온 독일을 대표적인 사
례 국으로 꼽을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 스위스도 이와 같은 모형을 채택해왔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주의는 이주자들의 고
유한 언어와 문화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소수자를 주류사회로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정책적 초점을 둔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민주주의, 문화적 다원주의, 기회균등을 기본원리로
하고 다양성의 사회를 목표로 삼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공존을 지향하는 사회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
의를 실시한 국가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있다.10) 그러나 유럽
에서 다문화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네덜란드가 다문화주의에서 동화주의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며 유럽의 여
러 나라에서 외국인정책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2.1 이주노동자 대상 사회통합정책
Emerson(2011)11)은 이주자의 사회통합모델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일정기간 이상 거주했을 경우 국적이 자동
으로 부여되는 권리개념과 정해진 귀화시험을 치러야 하는 혜택개념이 있다고 하였다. 국가마다 그 사회가 겪어 온 역사
와 현재 그 사회가 처한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사회에서 채택한 사회통합정책도 모두 다르다. 이러한 정책적 차
이는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방식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각 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은 그 나라의 언어정책
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정책이 펼쳐진다. 물론 전통적으로 이주민이 국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전통적인 이민국가
와 경제적 수요에 따라 이주노동자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여 온 국가의 정책적 기조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많은
국가는 서로의 성공과 실패를 교훈 삼아 이주민에 대한 관련법과 제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유럽에서 노동력의 국제 이동은 20세기 초에 시작하였다. 1960년대 이후 유럽 선진국의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노동력
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전쟁으로 인한 인명손실과 출생률 감소로 인한 노동력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이주노동자의 유입
이 본격화되었다. 20세기 초에는 주로 중부와 동부 유럽 국가 출신의 노동자들이, 1960년대부터는 북부 아프리카 및 서
남아시아 국가의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https://www.macmillanihe.com/resources/sample-chapters/9780230355767_sample.pdf2018.6.30.
9) 이러한 방식은 이주자들을 일방적으로 거주지의 사회에 통합시키는 정책으로 1960년대까지 미국사회가 표방하였던 ‘용광로’모형이
다. 이와 관련해 송오식(2013),“사회통합 내지 공존을 위한 다문화가족법제 모색, 전남대법학농촌,제33호집 1호, pp.33,김학태(2015)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연구, 유럽헌법연구회.제 18호.pp.127 이하 참조.
10) 다문화 모형은 ‘샐러드 볼’인종적 모자이크로 표현된다. 이는 각각의 문화가 인정되며 이들이 동등하게 공존함을 표현한 것이다.
다문화 모형은 문화 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로 분류할수 있다. 문화다원주의는 주류사회가 중심이 되어 소수 민족 정책이나 이민자
정책을 포함하는 모형이며 대표적으로 현재의 미국사회를 들수 있다. 반면 다문화주의는 외국인과 이민자들을 존종하면서 주류 사
회와 이민자 ,외국인 사이의 대등한 관계형성과 소통에 초점을 두는 모평으로 지금의 캐나다와 호주 사회를 예로 들수 있다.이와
관련해 국외 다문화 사회의 언어 교육 정책, 이해영‧이준호(2012)새국어생활 제 22권,제3호,pp107 이하 참조
11) Emerson, Michael.(2011) Interculturalism. Europe and its Muslims in Search of Sound Societal Models, 이하 참조.
https://www.files.ethz.ch/isn/130577/Interculturalism%20e-version.pdf 20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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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럽에서 취업과 관련한 외국 인력유입은 그 관리 정책의 목적이 여타 이민정책과 달랐으며 노동시상의 요구에
따라 노동 수요에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다문화 실패를 선언하였고, 2010년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독일은 60년대 초부터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였고, 지금도 그들은 독일에 살고 있다, 언젠가 그들이 독일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인 것이 되었으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
노동자를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들은 독일어를 배워야 하며, 독일어를 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라도 환영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12)
유럽연합에서도 2004년 ‘이민자통합에 대한 공동기본원칙(European Council agreement on common basic principles
on immigrant integration)을 채택하였다. 이는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이주노동자 정책 수립 시 권고하고 있다. 유럽연합
의 이민자통합에 대한 공동기본원칙은, 통합을 이주자와 이들을 수용하는 국가 간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수용국은 이주자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제공하고, 이주자는 수용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적극
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수용국의 언어, 역사, 제도를 익히는 것은 이주자 개개인이 수용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하기 위
한 주요한 방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의 언어 정책은 유럽연합의 언어정책을 책임
지는 유럽평의회에서 설계한 언어통합정책을 근간으로 한다. 유럽평의회에서 말하는 언어통합이란 이주자가 정주국의 언
어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은「유럽연합 집행부 Commission Europeenne｣13)의 이민자통합을 위한 공통
기본원칙(2004년 UE에서 채택) 11개 중 4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공통 기본원칙 Prinicipes de Base Commun
s」의 4조(PBC4)14) 는 다음과 같다.

이주자는 정주국 사회의 언어, 역사, 제도에 대한 기본 지식이 통합에 필수적이며
이주자가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합에 성공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통합의 부재는 긴장과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유럽평의회는 행정적 차원에서 통합의 영역을 강화하며, 새로운 이주자에게 정주국의 언어, 역
사, 사회, 문화 및 유럽연합과 정주국의 가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조직화하고, 이러한 교육이 이주자를 온전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유럽연합의 이주자통합에 대한 공동기본원칙을 수용하는 국가에서는 시
민통합(cicvic integration)제도를 도입하고 유럽평의회가 설계한 언어통합정책으로 이주자가 수용국의 언어, 역사, 제도에
대한 교육을 선택이 아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들이 모두 유럽연합에
서 정한 언어정책을 수용하여 이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의 언어정책을 참고하여 자국에 맞는 사회통합
정책과 언어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언어통합정책을 정리해보면 유럽의 국가들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이주자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
류 사회로의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언어통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주자가 언어에 능숙할수록 수용국
사회와 제도에 빠르게 편입할 수 있게 되고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
다. 또한 이주자의 언어능력은 이주자 개인의 인적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축적 가능성을 확대시켜 유입국 사회
12) BBC 뉴스 http://www.bbc.com/news/world-europe-11559451를 참고하여 정리함. 메르켈 독일총리(Germany’s attempt to
create a multicultural society has “utterly failed”,로이터통신), ’11.02. EU 안보회의 등에서 캐머런 영국 총리,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자국 언론에 같은 취지로 발언하였다.
13) https://ec.europa.eu/commission/priorities/migration_en(2018.03.03.)
14) CBP 4 ‘Basic knowledge of the host society’s language, history, and institutions is indispensable to integration; enabling
immigrants to acquire this basic knowledge is essential to successful integration’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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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통합 과정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선언했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으로 ’체류국의 언
어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주노동자의 통합의 핵심 가치를 ’언어교육‘에 두고 있다. 그동안 사회문화적
변화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문화정책의 정향 성을 가진 유럽의 국가들도 이러한 정책 변화를 추구하는 지금, 한국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인 변화에 맞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를 이주자와 같은 통합의 대상으로 인식하
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언어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하다.

2.3.이주노동자 대상 언어정책 목표15)
유럽은 국민국가로 출발하였지만, 현재 이주자노동자는 그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구성원이 되었다. Eurostat의 장기
인구 통계 예측 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유럽은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높아져 2025 년에는 이민을 통한 인구 증가가 이루
어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유럽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비슷하며 그 속도는 더 빠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
다.
유럽평의회에서는 이주자의 언어교육은 언어능력과 시민권을 연결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주자의 의무에 포함되는 것이
지만, 이주자의 관점에서 보면 언어교육은 이주자의 권리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언어를 통해 이주자가 자신의 권리
를 누릴 수 있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된다. 유럽 국가들이 이주노동자의 통합을 목표로 어떤 언어정책을 펴고 있는지 알
아보도록 하겠다.
유럽의 국가는 모두 언어 교육 강화를 통한 이주노동자의 통합정책을 시행하지만, 각 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환
경에 따라 언어 교육의 목적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표 2> 이주노동자의 언어 정책 목적
국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언어 정책의 목적
사회통합을 전제로 한 경제적 동화를 목적으로 한다.
오스트리아 사회에 신속하게 통합시키기 위한 기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프랑스 사회로의 빠른 편입을 목적으로 한다.

스웨덴

노동자가 직장생활과 사회적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덜란드는 언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자립을 높이기 위해 시작하였고, 언어교육의 목표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네덜
란드 사회에서 경제적 동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2000년대 초반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사
회적 갈등으로 사회통합을 촉진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언어 교육과 사회이해 교육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사회를 이
해하고 정주민들과 갈등 없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15) 다문화 사회의 모형은 분류 기준을 어이데 두느냐에 따라 분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사회의 인적구성에 포함된 소수자 집단
이 누구인가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태도에 근거하여 어떤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중심
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에서 이러한 방식의 유형 분류가 그 국가의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채택되었는지 설명하는데
용이하고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하는 언어정책을 이야기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홍종렬(2012)유럽의 다화사회와 상호문화교육
에 관한 고찰.인문과학연구.제30.pp.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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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회통합은 불규칙한 이민을 막고 이주의 기회를 제안하며 노동자의 이주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언어 중
심의 교육이 아니라 프랑스 사회와 공화국의 핵심 가치에 관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달리 자
국민을 위한 통합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달리 모든 이주자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적극적인 통합정책을 시도한 스웨덴은 법적으로 사회통합을 의무
화하지 않았고 이주노동자에게 언어 교육에 대한 의무나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면 스웨덴
의 주류사회로 진입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이주노동자는 사회의 주변인으로, 정주민과 평등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평등할 권리를 강조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언어 교육을 촉진하고 있다.
유럽의 국가들이 내세우는 언어 교육의 목적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의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모든 국가는 언어가 그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가 언어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면 업무수행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
로써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어 교육은 이주노동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유럽을 비롯한 국외 다문화 사회
의 언어 교육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유럽의 여러 국가 중 가장 먼저 다문화주의에서 통합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한 네덜란드
의 이주노동자16) 통합 정책과 언어 정책을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 네덜란드의 이주노동자 정책17)
3.1. 네덜란드의 이주노동자 통합정책
1960년대와 70년대 네덜란드는 특별한 통합 정책이 없었다. 네덜란드에 1960년대에 도착한 이주자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고 고국의 가족에게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도 자신의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자신의 종교를 따르고, 자신의 전통을 지켰나갔다. 그러나 이주자노동자의
증가와 장기체류가 이어지며 1980년대 소수 민족 정책18) 즉,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정책을 도입하였고 무료로
언어 교육 및 직업 교육을 실시하며 이주노동자의 문화와 사회적 박탈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였다.19) 그러나 통합
적 요소가 결여된 다문화정책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점차 네덜란드 사회에서 하류계층으로 전락하고 거주와 교육에

16) 네덜란드는 이주자와 이주노동자 정책을 구별하지 않으며 이주자에 이주노동자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17) 네덜란드 이주노동자의 사회통합과 언어정책에 관련한내용은 네덜란드 정부에서 운영하는 네덜란드의 다문화사회연구 사이트를 참
조하여 정리 함. http://www.ucl.ac.uk/ 2018.05.05
18) 당시 네덜란드의 경제적 상황은 당시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특히 많은 모로코 인이나 터키인 출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
다. 비 서구 이민자들은 종종 자격 요건이 거의 없고 네덜란드어를 거의 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1980 년대에 이주노동자를
위한 회사 내 언어 교육을 제공하는 ‘작업장에서의 네덜란드어’프로젝트 (Nederlands op de werkvloer) 프로젝트는 1982 년부터
1984 년까지 이주노동자에게 유급으로 진행했으나 언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1990 년대에도 지속되었고 네덜란드 통합 정책에서 주요 병목 현상이 되었습니다.
19) 1986년에 기초 교육에 관한 규정 (Rijksregeling Basceducatie)이 채택됨으로써 기초 성인 교육 제도가보다 간소화되었다 이 규정
에 따라 각 지역은 기본 성인 교육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앙 정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소수 민족을 대상
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대상 그룹은 지역에 따라 구성할 수 있었다. 소수 민족을 위한 문해력 증진 및 교육 활동
은 계속되었다. 이 규정의 도입은 여러 유형의 언어교육 전문화를 촉진시켰고 이후 언어교육은 정부에서 자격이 부여된 강사의 감
독에 의해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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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격리되며 사회,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지자 네덜란드 정부는 동화주의로 전환하며 외국인 정책의 변화를 시작하였다.
1998년 정부는 통합법을 발표하며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시민통합교육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 정책은 다문화에서 동화로, 문화에서 경제로, 무게중심이 바뀌었다. 이때부터 네덜란드의 모든 지역 사
회는 자발적 어학연수를 진행했고 정부에서는 신규이주자를 대상으로 언어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였다.
이 후 2006년에는 해외 통합법제정으로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배우자와 머물고자 네덜란드에 입국하려는 사
람들도 언어 능력을 갖추고, 사회 이해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국을 허가하였다. 해외 통합법은 입국 허가를 원하는 외국
인이 해외 기초 통합 시험에 통과해야 하고, 네덜란드의 가족이 자신과 가족 구성원을 장기간 뒷받침 할 만큼의 충분한
수입이 있음을 입증하는 재정증명도 해야 한다. 해외 통합법이 도입된 첫 해에 가족 이주자의 신청이 크게 감소하였다.
네덜란드는 가치와 규범의 내면화를 강조하며 언어교육을 통해 이주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경제적 동화를 목적으
로 하는 ‘Stricter Policy’ (강화 정책)을 실시했다.20) 이로 인해 네덜란드의 이주자 정책이 다문화에서 동화로, 문화에서
경제로, 무게중심이 바뀌었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네덜란드의 이민자의 통합을 위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표 3> 네덜란드 통합 정책의 변화
1980년

소수종족정책

1998년

신규 이주자 통합 법21) (Wet Inburgering Nieuwkomers)

2003년

새로운 (New Style)통합 정책 (Integratiebeleid ‘Nieuwe Stijl’)

2006년

해외 통합법 -> 해외 기초 통합 시험 도입.

2007년

Wet Inburgering -> Win Inburgering 통합법 대체.
‘Stricter Policy’ 정책 시행.

네덜란드는 이주자 증가와 장기체류가 시작된 1980년대부터 소수종족정책22)을 대상의 언어교육 정책을 도입해 무료
언어 교육 및 직업교육을 시작하며 이주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23) 이후 1998년 신규 이주자 통합정책을
발표하며 이주자들의 빠른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언어 교육을 시작으로 모든 지역 사회는 자발적으로 언어교육을 실
시했고 정부는 신규 이주자 대상 언어교육을 시행했다.
20) 네덜란드의 체류허가와 관련된 신청조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https://ind.nl/en/Pages/Integration-in-the-netherlands.aspx#Civic-integration-residence-permit-humanitarian-non-temporaryand-permanent-stay
21) 신규 이주자 통합법은 네덜란드로 들어온 외국인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라고 판단하여 이주자들을 빠르게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언어교육을 이주의 조건에 포함시켰다. 1998년부터 2006년에 실시된 신규통합법(Inburgering
Nieuwkomers)에 따른 통합 정책은 신규 이민자들의 자급자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nieuw-in-nederland/inburgering-en-integratie-van-nieuwkomers
22) 당시 네덜란드의 경제적 상황은 당시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특히 많은 모로코 인이나 터키인 출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
다. 이 비 서구 이민자들은 종종 자격 요건이 거의 없고 네덜란드어를 거의 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1980 년대에 이주노동자
를 위한 회사 내 언어 교육을 제공하는 ‘작업장에서의 네덜란드어’프로젝트 (Nederlands op de werkvloer) 프로젝트는 1982년부
터 1984 년까지 이주노동자에게 유급으로 진행했으나 언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
는 1990년대에도 지속되었고 네덜란드 통합 정책에서 주요 병목 현상이 되었습니다.
23) 1986년에 기초 교육에 관한 규정 (Rijksregeling Basceducatie)이 채택됨으로써 기초 성인 교육 제도가보다 간소화되었다 이 규정
에 따라 각 지역은 기본 성인 교육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해 중앙 정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소수 민족을 대상
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대상 그룹은 지역에 따라 구성할 수 있었다. 소수 민족을 위한 문해력 증진 및 교육 활동
은 계속되었다. 이 규정의 도입은 여러 유형의 언어교육 전문화를 촉진시켰고 이후 언어교육은 정부에서 자격이 부여된 강사의 감
독에 의해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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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주자 통합정책에서 주목할 것은 그 주요 대상은 저숙련 이주노동자와 가족재결합을 위해 입국하는 자들이었
고,24) 통합과정에 참여하는 비용을 이주자가 개인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주자의 원활한 네덜
란드어 구사가 네덜란드인으로서 소속감과 정체성 형성의 필수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횟수를 3
회로 제한하여 이주자가 정해진 기간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추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2007년 1월 1일부터 Wet Inburgering -> Win Inburgering 통합법으로 대체하며 신규 이민자 뿐 아니
라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지만 언어와 사회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통합되지 못한 사람들도 사회 통합 대상으로 하였다.
2007년 제정된 통합법에 따라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EU/EEA25) 시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최대 5년 이내에 사회통
합시험에 합격해야한다는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였다.26) 이 내용은 사회통합 법 제7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 네덜란드 사회통합볍 제 7조
통합법 제 7 조
1. 통합을 위해 네덜란드 언어로 습득하고 네덜란드 사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한다.
a. 2000년 외국인 법 제 16 조에 의거하여 결정된 시민 통합 심사를
통과 한 경우 3년 6개월 이내에;
b. 그 밖의 경우, 이사회가 제 26조에 따라 결정한 후 5년 이내에,
통합시험 합격을 증명해야한다.

새로운 통합법이 시행될 당시 네덜란드에 거주한 지 1년 미만인 모든 성인은 신규통합법에 따라‘성인 이민자 통합 프
로그램’에 강제적으로 참여해야한다. 또한 정해진 기간 안에 통합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통합법‘제 31 조 제 2
항’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네덜란드의 시민 통합 과정은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엄격한 통제
하에 정한 기간에 정해진 언어 수준에 도달하고 네덜란드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교육을 과정으로 모든 과정을 마친
후 시민 통합 시험에 통과할 경우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주자에게 시민권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에게나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이주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의 문제를 국가가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전환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통합하려고 노력하는지 감시하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자는 허가를 박탈할 수도
있다. 네덜란드 정부가 이처럼 언어 교육을 강조하고 의무화 한 이유는 언어가 이주노동자를 네덜란드 사회로 갈 수 있
는 문을 열어줄 수 있으며,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네덜란드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24) 이슬람교도인 터키인들과 모로코인들은 동족 내 혼인으로 본국에서 배우자를 데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노동시장참여가 저조하였고, 자녀도 네덜란드 식으로 양육하지 못했다. 또한 이들은 네덜란드 주류사회에 적
응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공동체에 머무르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해외통합시험이 도입되었고, 네덜란드 입
국 전에 자국에서 사전시민통합시험을 통과해야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네덜란드 입국 후에도 시민통합과정
이수를 의무화하였다.
25)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미국 국민은 시험 면제 대상이다. 한국인은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만 시험을 치른다.
26) 통합법 제5조에는 제 3 조 및 제 4 조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통합 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16 세 또는 65 세
이상인 자. 의무적 인 학령기 동안 적어도 8 년 동안 네덜란드에 거주한 자. 규정 심의회의 명령에 의거 또는 협의에 의거하여 지
정된 증서, 증서 또는 기타 서류를 가지고 있는 자. 학교에 다닐 의무가 있는 자. 완전한 의무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그 과정이 끝
나면 파트 c에 따라 지정된 졸업장, 증서 또는 기타 서류를 수여하게 되는 자. 네덜란드어에 대한 충분한 구두 및 서면 기술과 네
덜란드 사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이 입증되는 자.

344
능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3.2 이주노동자 대상 언어교육
네덜란드의 이주자와 관련된 모든 교육은 정부의 교육 집행 기관인 DUO(Dienst Uitvoering Onderwijs)27)에서 담당한
다. 네덜란드의 이주노동자는 입국을 위한 해외통합시험과, 노동허가를 위한 네덜란드 노동 시장의 방향(ONA) 시험에
합격해야 네덜란드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이후 시민 통합 과정을 거쳐 모든 시험에 합격 할
경우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덜란드어이다.
다음은 네덜란드의 이주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언어교육 및 통합을 위한 내용을 정리하였다.28)

<표 5> 네덜란드의 이주노동자 대상 언어 교육
교육 과정

해외기초통합시험

노동시장 오리엔테이션

시민통합과정

문맹퇴치과정

담당 기관

네덜란드 재외공관

Blik op werk29)

DUO

DUO

대상

3개월 이상 체류자

노동자

3개월 이상 체류자

시민통합법 시행 이전 입국자로
네덜란드어를 읽고 쓰지 못하는 자

교육 기간

입국 전

노동을 시작하기 전

입국 후 3년 이내

2년 이내

교육 시간

•

64시간(이론, 실습)
면접시험

최소한 640시간
(언어+사회이해 교육)

총 600시간

시험 과목

말하기, 듣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평가 기준

말하기 CEFR A1
읽기 CEFR A1
사회 지식 이해
‘합격or불합격’

교육기관의
이수 인증서
포트폴리오
(이론+실습)
면접시험 ‘합격or불합격’

시민 통합시험
언어 목표 A2
사회이해
‘합격or불합격’

CEFR A1 수준으로 네덜란드 어를
읽고 쓸 수 있으며, 사회통합과정
이수가 가능 한 수준
‘합격or불합격’

교육 및 시험
비용

개인 부담

개인 부담

개인부담

개인 부담

3.2.1. 해외 기초 통합 교육
2006년부터 네덜란드에서는 3개월 자국에 체류하려는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해외통합시험30)에 합격해야 입국허가
를 받을 수 있는 통합정책이 시행되었다. 이주노동자 또한 해외 통합시험에 합격해야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네덜란
드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배우자와 함께 머물고자 하는 사람도 대상31)이 된다.
27) Informatie Beheer Groep (IB-Groep)과 CFI (Central Finance Institutions)의 합병을 통해 2010년 1 월 1일에 창설 된 Dienst
Uitvoering Onderwijs (DUO)는 정부 기관으로 교육, 문화 및 과학 등 다양한 교육 법규를 시행합니다. DUO는 또한 사회 사업부
를 대신하여 시민 통합법을 시행하는 각 지자체를 지원한다.
https://www.rijksoverheid.nl/ministeries/ministerie-van-onderwijs-cultuur-en-wetenschap/organisatie/organogram/dienst-uitvoe
ring-onderwijs-duo (2018.03.03.)
28) 이유인(2018)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정책의 네덜란드의 이주노동자 대상 언어 교육. 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하였다.
29) 정부에서 승인받은 독립된 조직으로 임증된 방법으로 이주자에게 지속 가능한 노동의 참여와 통합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하
는 곳이다.https://www.blikopwerk.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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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험은 입국 전 네덜란드 재외공관에서 실시되고 해외통합시험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시험대상은 18세~65세까지
이다. 2006년 “Spoken Dutch“가 시행되며 2009년까지 실제 가족결합 이주자가 감소하며 정책의 실효성이 증명되었다.

[그림 2] 2006년~ 2016년의 네덜란드 이주자 변화
출처:The Statistics Portal(2018.03.03.)

해외통합시험은 언어 테스트와 기타 비용 외에도,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자의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재정증명이 필요했
기 때문에 해외 통합 시험의 도입이후 가족재결합을 위한 이주신청이 크게 감소했다. [그림 2]에 나타난 것처럼에 나타나
것처럼 2009년 이후 가족재결합이 조금씩 많아졌지만, 2013년부터는 큰 변동 없이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이주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① 해외 기초 통합 시험
해외기초통합시험은 네덜란드에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입국하기 전에 입국을 허가를 받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시험과 관련된 자료는 네덜란드 정부의 인터넷 사이트 통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시험에 응시했지만 시험을 보지 않았을 경우 시험 비용은 환불된다.

<표 6> 해외 기초 통합 시험 비용
말하기

읽기

네덜란드 사회 지식

€60

€50

€40

해외 기초 통합 시험은 네덜란드 시민권을 가진 국민에게도 적용된다. 네덜란드 국민의 가족에게 해외 기초 통합 시험
31) 해외기초통합시험 (Basic Civic Integration Examination Abroad) 네덜란드로 입국하기 전에 먼저 시민통합시험이 있다. 이 시험은
네덜란드어와 사회에 대한 시험으로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살기위한 입국자도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이로 인
해 본국에서배우자를 데려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무슬림 이주자2세의 절반 이상이 큰 영향을 받게 되며 가족결합이주자의수가 줄어
들었다. https://ind.nl/en/Pages/basic-civic-integration-examination-abroad.aspx(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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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네덜란드 국민 중 이주민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시험과 관련된 높은 비용 부담으로 일부 응
시자는 시험에 응시하는 것조차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해외 기초 통합 시험은 네덜란드 재외공관에서 치르게 되며, 이 시험은 언어능력 시험과 사회 지식 시험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7> 해외 기초 통합 시험
언어 능력 시험

레벨 A132) Spoken Dutch Test

사회 지식 시험

네덜란드 사회에 대한 이해

이 시험은 네덜란드 사회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사회 지식 시험(The Kennis van de Nederlandse Samenleving)과
네덜란드어를 말하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언어 능력 시험(Spoken Dutch Test)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시험은
컴퓨터를 통해 진행된다.

<표 8> 해외 기초 통합 시험 내용
Question-Answer 10문제

말하기 30분

문장 완성하기 12문제

언어 능력 시험
(Spoken Dutch Test)

단어 듣고 선택하기

읽기 35분
사회 지식 시험

텍스트 읽고 질문하기
네덜란드 사회에 대한 이해 30문제

사회 지식 시험은 네덜란드 사회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문제는 모두 영화에서 출제된다. 언어문제와 관
련된 영상은 ‘네덜란드로’(Naar Nederland)33)에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모든 시험은 컴퓨터로 진행되며 영화 또는
사진으로 출제된다. 이는 사전에 제공되는 100개의 문제 중 30개가 시험에 출제된다.
Spoken Dutch Test는 말하기와 읽기로 구성되며 말하기 시험은 CEFR34) A1 수준의 언어능력을 요구한다. 즉 일반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간단한 언어적 표현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3가지의
과목 중 하나라도 떨어지면 탈락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험을 봐야한다.

32) 유럽 언어 공통 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CEFR)으로 표준화 되어있다. A Basic User
A1 Breakthrough (Beginner)A2 Waystage (Elementary)는 초급 준으로 스스로 또는 타인을 소개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능력이다.
33) 해외기초통합시험을 준비하는 e-learning 사이트(2018.03.03.)
https://www.naarnederland.nl/en/category/voorbeeldexamensen
https://www.naarnederland.nl/examen/registration/login.spring?siteLanguage=en
34)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언어 구사 능력 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으로, 외국어 학습 단계에서 요구되는 공통적 요소들을 명백하게 짚어주는 언어 간 비교 기준이다.
https://www.coe.int/en/web/language-policy/home(2018.03.03.)
A1-A2-B1-B2-C1-C2의 6단계가 있다. 단계별 기준에 맞춰 공인 어학능력 시험을 출제하며 강의와 교재도 이를 바탕으로 만든
다. A Basic = User A1 Breakthrough (Beginner), A2 Waystage (Elementary). B Independent User = B1 Threshold (Lower
Intermediate), B2 Vantage (Upper intermediate). C Proficient User = C1 Effective Operational Proficiency (Advanced), C2
Mastery (Proficiency)의 총 6개의 수준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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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말하기
Part 1. Question-Answer - 10문제
Part 2. 문장 완성하기 - 12문제
말하기 시험은 두 Part로 구성되며, Part 1.은 Question-Answer로 사전에 60문제가 제공되고, 시험에는 10문제가 나온
다. Part 2. 문장 완성 하기는 총 400문제가 있고, 이중 12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말하기 시험은 총 30분 동안 진행되며
평가는 1에서 10사이의 숫자로 나타난다. 평가는 1~10으로 나타나며 6점 이상 받아야 통과 된다.

나. 읽기
Part1. 단어 듣고 선택하기 (선다형 문제) 4문제
Part2. 텍스트 읽고 질문에 답하기 (두 가지 지문, 3~4가지 답변)
읽기 시험은 네덜란드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평가 기준은 CEFR의 A1수준이다. 읽기 시험도 말하기와
같이 두 가지 Part로 구성되어 있다. Part 1. 단어 듣고 선택하기 Part 2. 텍스트 읽고 질문에 답하기 이다. 시험은 총 35
분이 걸리며 각 파트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시험에서 탈락된다.

다. 네덜란드 사회 지식 이해 시험
총 10문제. 모든 문제는 영상이고, 이중 2문제는 영화.
외국인이 네덜란드에 입국하면 접하게 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관련된 영상물을 보여주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합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은 기본 시민 통합 시험에 관한 내용과 이주자 등록, 비용 지불, 약속정
하기, 시험장소 등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된다.35)

3.2.2. 네덜란드 노동시장의 방향(ONA)36) 교육
네덜란드에서는 통합법에 따라 3개월 이상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시민통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도 3개월 이상 네덜란드에 머무를 경우 시민통합의 대상이 된다.
해외통합시험에 합격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이주자는 네덜란드 입국 전에 시민 통합법 제 7 조 (2b 및 2c)에 명
시된 ‘통합을 위해 노력 하겠다’는 ‘참여 선언서’37)에 서명을 해야 입국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외통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도 입국 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에 입국한 사람 중 네덜란드에서 합법적인 노동에 참여하기 위해 노동허가증을 받고자 하
는 이주노동자는 정부가 지정하는 ‘Blik op Werk’38) 마크가 있는 기관에서 ‘네덜란드 노동시장의 방향’이라는 네덜란드
35) 출처: https://www.naarnederland.nl/en/category/voorbeeldexamensen사회 지식 이해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였다. (2018.
03.03.)
36) 노동시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Oriëntatie op de Nederlandse Arbeidsmarkt: ONA)은 https://www.inburgeren.nl/
nieuwsberichten/wijzigingen-in-ona-examen.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3.03.)
37) 시민 통합법 제 7 조 (2b 및 2c)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모두가 자신의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
다. 누구나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모두가 학교에 출입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차별은 허용되
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을 돌보며 서로를 돌본다.’를 지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네덜란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존중한다는 것
을 명시하고 있다.
38) Blik op Werk는 정부에서 승인받은 독립된 조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이주자에게 지속 가능한 노동의 참여와 통합에 대한 실질적
인 지식을 제공하는 곳이다. https://www.blikopwerk.nl/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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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 대한 교육을 64시간 받고 최종 면접시험을 통과하면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ONA 교육은 이론코스와 실용코스로 구별되며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수업과 관련된 포트폴
리오나 수업에 대한 결과와 64시간의 ONA과정을 잘 마쳤다는 교육내용에 대한 관련된 보고서를 정부의 교육기관인
DUO(Dienst Uitvoering Onderwijs)보고서를 DUO로 보낸다. DUO에서는 이주자가 실제로 교육에 참여하여 성실히 교
육 받았는지 확인하고 기관에서 보낸 교육 내용이 적절했는지 확인 후 승인을 한다. 만약, 거짓이 있거나 대리 교육 등
부정적인 요인이 발견될 경우 승인이 거절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확인 절차는 짧게는 6주에서 길게는 10주 이상 걸
린다. DUO에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포트폴리오와 확인서를 승인했다는 메일이나 편지를 이주자에게 보낸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 정부의 교육 승인을 받은 이주자만이 노동허가증을 받기위한 최종 단계인 면접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DUO에서 결과를 통보받으며 시험응시료 청구서를 받게 된다. 면접시험의 비용은 €40이다. 이주노동자 1명이 2명의
면접관과 40분정도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뷰는 직업과 관련된 내용과 직장생활 그리고 일을 찾는 것에 관련
된 내용이며, 모두 네덜란드어로 진행된다.
이처럼 최종적으로 면접시험에 합격할 경우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게 된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탈락할 경우 다시 ‘Blik
op Werk’에서 64시간의 노동시장의 방향에 대한 교육을 받고 보고서를 DUO로 보내 승인을 받은 후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험 비용은 €40이다.
이처럼 노동허가증을 받기위한 시험에서도 언어 교육을 강조하며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이는 앞
에서도 언급했듯이 네덜란드 정부는 언어를 배우는 것인 이주자노동자가 네덜란드 사회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네덜란드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네덜란드
의 사회통합이 이주노동자의 자급자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이 사회통합을 통
해 네덜란드 사회에 경제적 동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2.3. 시민 통합 교육
이주노동자의 시민 통합 교육의 목적은 노동시장의 진입과 경제적 안정 생활을 위한 것으로 법에 따라 아래 제시된 3
가지의 과정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해야한다.

• 제 2 언어 과정 (NT2)으로서의 네덜란드어
• 시민 통합 과정39)
• 문맹 퇴치 과정
이주노동자 관련 사회통합교육 내용은 사회통합법 7조 3항에 명시되어 있다.

39) 네덜란드의 사회통합시험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호주, 뉴질랜다 캐나다. 미국시민은 면제대상이다. 시민통합과정에는 네덜란드 사
회의 이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사 지리 역사와 문화, 대외관계, 지리/법 법규, 통치제도/국가기관 지자체, 사법부, 조세,
경찰가치와 규범 관습, 예절, 사회적 관계/가정생활 전기 및 전화 설치, 보험, 주택의 구입, 임대, 수리/교육 및 양육 교육체계, 학
교수업, 교육비, 어린이 보호/직장과 소득 구직, 노조활동, 창업/건강과 보건 건강, 의료체계, 응급체계, 의료보험. 고상두(2012)네
덜란드 사회의 이해 관련 표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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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네덜란드 사회통합교육내용
제 7.3.1 조. 교육 과정 구분 – 이주노동자
1 다음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구별 한다 :
b. 문맹 퇴치를 목표로 네덜란드어 교육 및 직업 교육의 입문 단계
c. 네덜란드어를 제 2 언어로 훈련시키는 I 코스와 II 코스
d. 기본적인 수준의 네덜란드어 습득을 목표로 제 2 언어로서 네덜란드어
e. 문법을 목표로 한 제 2 언어로서의 네덜란드어 과정

제 2언어 과정 (NT2)으로서의 네덜란드어’는 최고 수준의 언어능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2단계의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
여 배울 수 있다. 이 과정이 끝나면 NT2시험을 치르고 시험에 합격하면 통합 인증서를 받게 된다. NT2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시민 통합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시민 통합 시험은 네덜란드에 노동을 위해 입국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가 선택하는 과정이다. 시민 통합 시험은 NT2
과정만큼의 언어능력을 키울 수 는 없지만 네덜란드 어를 배우고 네덜란드에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사회질서
와 규칙, 법 등을 배운다. 통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최소600시간 통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지정한 Blik op
Werk 웹 사이트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만 통합교육으로 인정된다.
마지막의 문맹퇴치과정은 네덜란드 어를 읽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이 과정을 마친 사
람은 다시 시민통합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도 최소 600시간의 문해교육을 이수한 후 DUO를 통해 테스트에 응시
한 후 통과해야 시민통합과정 이수가 가능하다. 이처럼 네덜란드에 체류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통합의 의무가 있고, 절
차에 따라 통합 과정 시 요구되는 언어교육을 받아야 하며, 각 과정은 시험으로 평가한다.

① 통합 기간 및 교육 시간
이주자들이 네덜란드에 입국해 사회통합을 받아야 하는 기간은 신규 이이주자의 경우 3년 이내 합격해야 하고, 이미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5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사회통합교육을 마치도록 법률로 정하였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체류허가와 관련된 제한과 그에 따른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40) 벌금은 최고 € 1,250이
며, 이후 통합과정 졸업을 위한 2년의 시간이 추가 더 지급된다.
신규 입국자의 경우 총 통합기간은 3년이지만 네덜란드 언어를 읽고 쓰지 못한다면 먼저 문맹퇴치과정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추가 시간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시민 통합 과정은 600시간의 언어교육과 네덜란드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와 주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교육을 포
함해 640시간의 교육시간이 주어진다.

② 교육비용
신 통합 정책 이후 시민 통합 교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이주자가 개인적으로 지불해야한다. 이것은 이주자들이 복지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동시장에 참여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함이다. 통합 과정과 관련
된 교육비용은 교육 기관에 따라, 또는 그 코스에 따라,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알 수 없다.
40) 이제도는 EEA, 스위스, 터키 국민과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으로 네덜란드 국민 연금 (AOW)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면제된다. 그러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네덜란드에 입국하는 사람도 이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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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통합을 위한 비용이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통합의 의무가 있는 이주자의 경우 시민 통합 시험 및 언어교육에
대한 비용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대출이기 때문에 이주자가 국가에 반드시 갚아야 하
는 돈이다.
현재는 이주자가 3년 이내에 사회통합 시험에 합격하면, 통합을 위해사용 대출 받은 교육비용의 70%를 감면해주는 정
책을 펴고 있다.
시민통합시험에 대한 비용은 각 과목 당 응시료가 부과되고 3년 안에 모든 시험을 완료해야한다.

<표 10> 시민 통합 시험 비용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네덜란드 사회 지식 이해

€60

€50

€50

€50

€40

시민 통합 시험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모든 과목을 한꺼번에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서 한 과목씩 시험
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시험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시험은 전국 8개 도시에서 시행된다.
초기에는 사회통합교육 장려를 위해 지역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거의 무료로 제공했으나, 2013년 이후 교육
참가자 수가 많아지면서 점차 교육의 주체가 지자체에서 민간단체로 이관되며 교육비도 이주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
로 가고 있다(고상두,2012).

③ 처벌기준
통합에는 총 3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 안에 통합과정을 마치고 통합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합격한 시험의 과목 수, 시험에 응시한 횟수, 완료한 통합과정의 이수시간에 의해 정해진다.

<표 11> 시민 통합 시험 벌금 규정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

시험에 한 번 응시한 자

시험에 두 번 응시한 자

통합과정 이수시간
150시간 이하

€1250

€1000

€750

통합과정 이수시간
150시간 이상 300시간 이하

€875

€625

€375

통합과정 300시간 이상

€500

€250

€0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면 2년의 통합시간이 더 주어진다. 이처럼 네덜란드 정부는 통합을 완전
한 개인의 의무로 규정하고 열심히 통합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통합비용의 혜택을 주고, 성실히 통합에 임하지 않는 자에
게는 벌금을 부과하여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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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민 통합 시험41)
시민 통합 과정의 언어교육과정과 시민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있다. 모든 시험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두 가지
모두 법으로 정해진 교육과정과 이수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최종적으로 모든 시험에 통과해야 시민통합과정에 대한
증명서를 받는다.

가. 언어 능력 시험
시민통합과정의 언어교육은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있고, 과정은 프로그램I과 프로그램II으로
나눠져 있다.
프로그램I은 직장생활을 하거나 언어학습을 위한과정으로 CEFR의 A2수준의 언어능력을 키울 수 있다. 시험의 내용과
과제는 교육,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로그램 II는 고등 전문 교육 또는 대학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려는 사람을 위한 과정이다. 이 프로그램의 수준은 CEFR B1과 같다. 시험 내용 및 과제는 교육과 일,
고학력자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쓰기와 읽기 시험을 볼 때는 지정된 사전을 사용할
수 있다.42)

<표 12> 시민 통합 과정의 언어 능력
듣기
가장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분야 (예 : 매우 기본적인 개인 및 가족 정보, 쇼핑, 지역, 취업)와 관련된 문구 및 빈도가 높은
어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짧고, 명확하고, 간단한 메시지와 발표로 요점을 파악할 수 있다.

프로그램 I
(CEFR-A2)

읽기
매우 짧고 간단한 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 광고, 안내서, 메뉴 및 시간표와 같은 간단한 일상 자료에서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짧은 간단한 개인 편지를 이해할 수 있다.
말하기
익숙한 주제와 활동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고 직접 교환해야하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작업을 통해 의사소통 할 수 있다. 비록 대화를 나 자신으로 돌릴 만큼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매우
짧은 사회 교류를 다룰 수 있다.
쓰기
짧고 간단한 노트와 메시지를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아주 단순한 개인 편지를 쓸 수 있다.
듣기
나는 직장, 학교, 여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친숙한 문제에 관한 명확한 표준 연설의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현재의
업무 나 개인적 또는 직업적 관심사에 관한 많은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의 요점을 전달이 이루어질 때 이해할 수 있다.

프로그램II
(CEFR-B1)

읽기
주로 빈번히 높은 빈도로 구성된 텍스트, 직업 관련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 사건, 감정 및 소원에 대한 묘사를 개인 편지로 이해할
수 있다.
말하기
언어가 통용되는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있는 대부분의 상황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친숙하거나 개인적인 관심사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 (예 : 가족, 취미, 직장, 여행 및 현 행사)에 대한 대화를 준비하지 않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쓰기
익숙하거나 관심이 있는 주제에 간단한 연결 텍스트를 쓸 수 있다. 나는 경험과 인상을 묘사하는 개인적인 편지를 쓸 수 있다.

41) 시민통합시험과 관련된 자료는 네덜란드 사회통합 사이트를 참조함.https://www.inburgeren.nl/2018.03.03
42) 네덜란드어 학습을 위한 정보제공 사이트. https://www.inburgeren.nl/ 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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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쓰기
프로그램 I/II 모두 파트A와 파트B로 구분. 시험 시간 60분
시민통합 시험의 쓰기는 프로그램I과 프로그램II 구성되어있고, 각 프로그램은 파트A와 파트B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파
트 마다 60분 동안 시험을 치르게 된다. 내용은 주문서, 완성되지 않은 글 완성하기, 차트 또는 그림을 보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기하기, 이메일 보내기 등의 긴 글 쓰기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ㄴ. 읽기
40개의 짧은 텍스트 문제, 5개 이상의 긴 텍스트로 구성. 시험 시간 65분
읽기는 시험 전에 책을 미리 받아 공부할 수 있다. 텍스트를 읽고 최대 44개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모두 선다형
문제이다.
과제의 유형은 주제 파악하가, 글의 유형 파악하기, 글의 목적 파악하기, 글에서 나타내는 대상 파악하기, 글의 의미
파악하기, 관계 파악하기, 결과 찾기, 정보 찾기 등으로 구성된다.
읽기 시험은 지정된 사전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읽기 시험은 시험 전에 시험과 관련된 책을 미리 받아 시험에 대비할 수 있고 그 책에서 최대 44개의 문제가 출
제된다.

ㄷ. 말하기
프로그램 I의 시험은 두 부분, 프로그램 II의 시험은 세 부분으로 구성. 시험시간 35분
말하기 시험은 헤드폰을 끼고 컴퓨터와 대화하는 형식이다. 헤드폰을 통해 텍스트를 듣고 컴퓨터 화면에서 과제를 보
고 답을 읽습니다. 또는 단편 영화를 보고 질문에 대답한다.

ㄹ. 듣기
시험시간 80분
듣기 시험은 약 40개의 과제와 5개 이상의 청취 텍스트로 구성된다. 모든 시험에는 1~3개의 영화를 이용한 문제가 나
온다. 질문과 대답은 컴퓨터를 통해 진행되며 모두 선다형의 문제이다. 듣기 시험은 헤드폰을 통해 하나의 텍스트를 듣
고, 3개의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질문과 정답 체크는 컴퓨터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듣기 시험은 직장, 학교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문제마다 다른 목소리로 듣게 된다. 대화는 각
자의 억양이 있지만 이것이 사투리나 방언은 아니다. 또한 실제 일상생활의 상황을 녹음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잡음이 섞이기도 한다. 각 질문에 대해 25초 동안 질문을 듣고 세 가지 정답을 찾는다. 모든 내용은 한 번 만들을 수 있
습니다.

나. 사회 이해 시험43)
시민 통합 과정의 사회지식 시험은 네덜란드에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법과 사회지식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시험을 보게
된다. 네덜란드 사회 이해 시험은 총 8가지의 주제로 나눠지고 모든 문제는 영상으로 출제된다. 대부분의 영상은 영화 또
는 드라마의 내용으로 실제생활을 반영하고 있다. 응시자는 컴퓨터를 통해 영상을 본 후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43개

43) 사회 이해 시험 관련 내용 https://www.inburgeren.nl/examen-doen/oefenen.jsp.20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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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출제되고 시험시간은 총 45분이다(고상두,2012).

<표 13> 사회 이해 시험 내용
역사 지리

역사와 문화, 대외 관계, 지리

법

법규, 통치 제도

국가 기관

지자체, 사법부, 조세, 경찰

가치와 규범

관습, 예절, 사회적 관계

가정생활

전기 및 전화 설치, 보험, 주택의 구입, 임대, 수리

교육 및 양육

교육체계, 학교 수업, 교육비, 어린이 보호

직장과 소득

구직, 노조활동, 창업

건강과 보건

건강, 의료체계, 응급체계, 의료보험

언어교육과 시민 사회 이해 시험의 결과는 점수가 아닌, ‘충분’,‘불충분’의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난다. 때문에 레벨이 부
여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충분’을 받으면 시민 통합 시험에 통과했다는 인증서를 받게 된다.

3.2.4. 문맹퇴치과정
문맹 퇴치 과정은 네덜란드어를 읽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사회통합과정을 듣기 위해 준비하는 코스로 네덜란드어의 알
파벳부터 시작해 읽고 쓰는 법을 배운다. 이 과정은 총 600시간으로 정부가 인증 한 Blik op Wer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서 학습해야 한다. 이 과정은 시민통합정책이 시행되기 전 이미 네덜란드에서 이주노동자로 생활하고 있지만, 언어학습을
하지 않은 이주자들이 시민통합과정 전에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과정을 마친 자는 시험을 통해 기초적인 네덜란드어를 읽고 쓸 수 있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600시간이 교육
시간을 이수했다고 해서 모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과정을 마친 이주자는 €150의 응시료와 정해
진 양식을 작성해 DUO에 보내고, DUO에서 시험의 응시 여부를 결정한다. 시험 응시 불가 시 응시료는 다시 환
불된다.

4. 결론
본고에서는 네덜란드의 시민통합정책과 언어정책을 살펴보았다. 통합적 요소가 결여된 다문화정책으로 인하여 이주자들
이 점차 네덜란드 사회에서 하류계층으로 전략하고 거주와 교육에서 격리되며 사회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지자 네덜란드
정부는 동화주의로 전환하기 시작하며 외국인 정책의 변화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네덜란드의 이주자 정책이 다문화에서
동화로 문화에서 경제로, 그 무게중심이 바뀌었다.
네덜란드는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다문화주의 모델을 보여준 국가이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다문화
주의 정책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네덜란드의 관용적 다문화정책이 1990년대 말에는 동화주의로
전환하였고, 2007년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언어 및 사회교육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다는 경제적 동화를 목적으로
‘Stricter Policy’ (강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주자의 원활한 네덜란드어 구사가 네덜란드인으로서 소속감과 정체성 형성의 필수조건이라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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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들이 지속적으로 통합하려고 노력하는지 감시하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비자
연장의 불이익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충분한 언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입국 및 체류허가 등
의 시민권 정책을 사회통합교육에 연계하여 네덜란드 언어와 사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주노동자는 입국과 거주에 제약
을 주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네덜란드의 시민통합정책은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개별응시자에게 시험 결과
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짊어지도록 하는 결과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네덜란드 정부가 언어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언어가 이주노동자를 네덜란드 사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주노동자 또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네덜란드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진입
을 돕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동화를 이루고자 한다. 한국정부도 이주노동자의 언어교육
목표를 경제적 동화로 한다면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언어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
한국 사회는 그들을 경제적인 동반자적 관계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990년 말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시민통합정책이 유럽연합으로 확산되며, 현재 유럽의 국가들도‘다문화주의의 통합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언어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정책적 변화는 이주자에게 언어는 그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며 그들
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언어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도 국외의 사회통합정책과 언어 정책
구현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
도록, 한국의 정치상황과 사회 문화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이주노동자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형 이주노
동자 언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적 전환을 시도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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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유럽 국가의 이주노동자 대상 사회통합 정책과 언어정책”에 대한 토론문
장미라(경희사이버대학교)

네덜란드의 외국인 이주민 대상 사회통합 정책과 언어정책을 살펴보고 있는 이 연구는,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성찰적 논의로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이주와 다문화주의는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연구자가 지
적하였듯이 유럽 국가는 이주노동자 중심의 이주민과 관련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주민 대상의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고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럽 국가는 다문화정책이 아니라 자국의 주류사회로의 이주민의 통합을
도모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주민의 언어와 문화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다문화주의에서 이주민
이 자국의 언어, 역사, 문화, 법, 사회가치를 적극적으로 이해하여 상호공존을 지향하는 사회통합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통합정책은 합법적인 이주민이 노동, 거주, 교육 등 사회전반에 걸쳐 가능한 자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한편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본 네덜란드에
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민의 노력과 의무를 강조하고 특히 언어능력향상에 역점을 둔 언어통합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
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8년 국제이주기구의 세계이주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는 세계 인구의 2.8%(1억 5,500만 명)가 2015년에는
3.3%(2억 4,400만 명)가 다른 나라로 이주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7년에 100만 명, 2016
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9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는 전 세계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주민과 함께 상호조화·공존하는 사회 구성과 정
책이 고민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의 방향과 지난 2018년 2월과 3월에 발표한 이민 및 다문
화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법무부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여성가족부). 이 기본계획은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하여 모두가 존중
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외국인정책 총괄을 담당하며 외국인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이민자 입국, 체류, 귀화,
영주권 및 국적 취득 등을 담당합니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질
높은 사회통합”, “외국인 인권 옹호”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외국인 이주민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와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사회통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이주민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과정을 이수하면 귀화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은 기초(15시
간), 초급(1,2단계 총 200시간), 중급(3,4단계, 총 200시간)입니다. 5단계인 한국사회이해과정의 내용이 고급 수준임을 고
려하면 초중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함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초급뿐 아니라 중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
함양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사회통합
으로서의 언어교육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고, 네덜란드의 사회통합정책과 언어정책에 대해 알게 되었기에, 발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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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네덜란드의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점과 네덜란드 정책의 시사점에 대해 묻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하고자 합
니다.
네덜란드의 언어교육 및 통합을 위한 내용을 3.2절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이
주노동자 대상 언어 교육 과정과 비교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첫째, 시민통합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통합과정은 우리나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여러모로 비교가 되는 과정이라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시간은 우리나라(485시간)에 비해 다소 많지만(640시간) 여전히 다른 나라(독일 : 일반통합과정
600-660시간, 특수통합과정 900-1,260시간, 속성과정 400-430시간 / 덴마크 : 덴마크어 1-3단계 6,000시간 / 호주 :
510-910시간)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능력의 목표 수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다고
도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중급 수준이고 시민통합과정에서 명시한 유럽언어공통기준(CEFR) A2 내지는 B1은 초급, 중급
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언어교육 목표를 경제적 동화에 둔 것을 고려하면 직업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통합과정에서 다루는 언어교육의 시수나 목표 수준이 다소 낮은 것은 아닌지, 네덜란드 현지에서 시민통합과정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 시수가 목표 수준에 비해 부족하여 사용 능력 중심
의 언어 교육에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민통합과정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과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차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해외기초통합시험 및 노동시장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주노동자는 입국 전에 고용허
가제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후 20시간의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입국 후 4시간의 한국어교육을 필수로 이수합니다. 입국 전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해외기초통합시험’에 견주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수준(CEFR A1)과 시험 내용과
준비 내용을 볼 때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노동시장오리엔테이션은 면접시험의 엄정함 등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보다 교육시간이 많지만 비교 대상이 된다고 보입니다. 시수나 시행 방식의 차이 외에 교육 내용이나 목표
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네덜란드와 우리나라 모두 이주민 대상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주민 중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
다. 이주노동자는 단기 순환 정책의 기조에 따라 입국 후 시험이나 교육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취업 후에 한국어교
육은 선택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행연구에서 이주노동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가장 심각한 것이 언어적인
문제이며(설동훈 2003, 최은예 2006)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력지원센터의 경우 거점센터를 제외한 소지역센
터는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이 많고 수강생도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박샛별 2018), 그럼에도 이주노동자가 합법적으로도
국내에 최장 9년 8개월을 체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해 줍니다. 랍바니 골람(2017)에는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가 입국 후 한국인 국적자와의 결혼을 통해
13-26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고용허가제 입국 후 성실근무자로 재입국하여 총 8년 이상을 거주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마치고 비자를 변경하여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는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해 현재까지 15년 이상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장기간 내지는 영구정착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주노동자 대상의 언어교육은 어떠한 변화나 모색이 가능한지 연구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전반적인
언어 교육 강화라는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예를 들어 입국 후 언어 교육의 의무 내지는 사회통합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
한 언어 교육 기회 확대 등과 같이 연구자가 고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대상 언어 교육 방안은 무엇인지 듣고자 합니다.
의미 있는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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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오류 연구 동향 분석
왕단단⋅김은성(이화여자대학교)

1. 들어가기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오류 연구를 살펴보고 현재까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류 연
구의 동향을 밝혀 이 분야 연구의 발전적 전개를 위한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한 데 있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 왔다. 특히 교육 분야의 교류는 괄
목상대한 수준인데, 중국 내 각 대학교에 한국어과가 개설되는 경우가 급증하였고, 한국어 학습 및 한국어교육 연구를 위
하여 한국 유학을 택한 학생 수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2018년도 현재 한국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한
국 내 유학생 중 국적 면에서 중국 유학생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의 당연한 결과로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은 그간 양적·질적 면에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한자 언어권에 속하여 언어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교착어인 한국어와 고립어인 중국
어의 언어적 차이로 인해 중국인들은 한국어 학습 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곤 한다. 따라서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연구
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누적·진행해 온 연구 분야가 오류 분석 연구이다. 오류 분석은 학습자의 오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학습자가 목표 언어에 얼마나 접근했는지 앞으로 학습할 내용은 무엇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언어가 어떻게
학습되고 습득되는지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서 어떤 전략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Corder,
1967:161~170) 학습자들의 난점 파악하는 것과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데 있어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므로 오류 분석은
한국어 교육 연구자의 필요한 연구 도구이며 의미가 매우 큰 과제이다.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어교육 일반적 차원에서도 그러하지만,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라는 특수적 차원에서도 그러하다.
이제까지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중국과 한국에서 유관 연구자들이 축적한 오류 분석에 대한 연구 성과는 개
별 연구자의 연구 성과로 누적되어 왔을 뿐, 한번도 종합적으로 그 연구 흐름과 내용을 정리한 적은 없었다. 지금 시점에
서는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들을 한 데 모아 정돈하여 그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서 대하
여 전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시기인 한·중

수교 이후 한국어 오류 분석에 관한 학술지 논문과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오류 분석의 연
구 동향을 밝히고자 한다.

2. 오류 분석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오류 분석은 Corder(1967)에 의해서 그 긍정적인 가치가 본격적으로 조명된 바 있다. Corder(1967)에 따르면, 오류는
없애야 하는 부정적 학습 결과가 아니라 제2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언어교육의 차원에

359
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교사가 학생들의 오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면 학생들이 목표언어에 얼마나 가깝게 구사하고 있는지, 어떤 단계에
도달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오류 분석을 통해 학습자가 목표언어를 습득하는 증거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과정에 사용하는 전략까
지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오류 분석은 학습자 본인에게도 필수이다. 오류를 범하는 것이 학습자가 제2언어를 습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이고 학습자가 목표언어의 본질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1960년대에 응용언어학의 지류로서 발전한 오류 분석은 학습자의 오류가 단순히 해당 학습자의 모어에 기인한 것이 아니
라 일반적인 언어 학습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론적 입장으로, 대조 분석(contrastive analysis)의 대안적 이론으로 자
리잡았으며, 이후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하위 오류 유형들이 정리된 바 있다(Richards, Platt & Platt, 1992: 127-128).
한편, 한국어 교육에서 오류 분석 연구의 동향을 검토하는 메타 분석 연구의 역사는 길지 않다. 김상수・송향근(2006)
에서는 석·박사 학위논문 61편과 학술지 논문 62편 연구물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시기별, 언어권별, 주제별, 연구 방법별
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오류 분석 연구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김희섭 외(2009)에서는 중국인 대상 한국어교육 연구 동
향 분석을 했는데 2009년 2월까지 발표된 180편의 관련 연구물들을 발표 연도와 유형, 그리고 10개의 큰 주제별로 각각
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10개 주제 중에 들어 있는 오류 분석 연구 동향은 어휘, 발음, 조사, 작문 등내용의 연구로 이루
어졌다는 것을 밝혔고 더 세분화된 연구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이후 이어진 이훈호(2015)는 김상수・송향근(2006)과 달
리 학위논문 207편 만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동안 학위 논문의 연구 결과를 연구 시기, 대상, 목적, 내용, 방법에 따라
분류한 후에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같은 해에 산출된 이정희· 다카시(2015)가 특정 언어권별 학습자의 오류 연구 양
상에 대한 연구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 오류 분석 연구 동향 분석을 하였다. 원다송(2017)은
석사논문으로서, 199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발표된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총 590편을 연구 대상
으로 선정하여 연도별, 학습자 특성별, 주제별, 연구방법론별 동향 분석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홍연정(2017)에서는 한국
어 조사 오류 연구에 대한 동향을 분석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조사를 대상으로 한 오류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동향을 살
펴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어 조사 오류 연구의 현재를 점검하며 향후 조사 오류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
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오류 분석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는 최근에 들어 오류 분석 연구 동
향에 대한 연구는 언어권별과 주제별로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기존 동향 분석 연구보다 더 작은 범위에 집
중해서 심도 있게 연구물을 분석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본고는 특정 언어권별로 학습자 오류 연구 양상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유학생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한 오류 분석 연구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 앞으로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오류 연구 동향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중 수교 이후 2018년까지 이루어진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중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를 다룬
연구 163편을 대상으로 동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에
서 연구물을 일차적으로 검색하였다. 온라인 검색창에 ‘중국인 학습자’와 ‘오류 분석’을 검색어로 입력한 후 이차 선별하
여 최종 목록을 추출하였다. 학습자 오류 분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의 연구물만을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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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9 편, 학위 논문 112 편(박사 학위 3편, 석사 학위 109편)의 총 161편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표 1> 중국인 학습자 대상 오류 분석 연구 논문 수
2001년
[1단계]
2001~2009년

[2단계]
2010~2018년

학위 논문 수

학술지 논문 수

합계

1

1

2

2005년

2

0

5

2006년

0

3

2

2007년

2

2

4

2008년

1

2

5

2009년

9

4

11

2010년

9

2

11

2011년

7

6

13

2012년

19

4

24

2013년

12

5

17

2014년

9

6

15

2015년

17

1

18

2016년

7

4

11

2017년

7

7

14

2018년

10

2

12

112

49

161

누계

중국인 학습자 대상 오류 분석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연구물들을 크게 연도, 유형,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먼저 연도별 연구 동향 분석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단계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동향 분석
을 실시하였다.

3.1 연도별
연도별 연구 동향은 크게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단계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 연
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오류 분석 연구 논문의 수는 총 161건이다. 그 중에 학위 논문
은 112편이 있고 학술지논문은 49편이 있다. 시기별로는 크게 2000년대와 2010년대 (2018년까지 발행)로 분류할 수 있
으나 2010년을 기준으로 중국인 대상 한국어교육 연구의 수가 큰 폭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2000년대는 2010년을 전후
로 하여 분류하였다. 먼저 연도별로 발표된 연구물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중국인 학습자 대상 오류 분석 연구 연도별 양상
연도

유형
학위논문

2000년-2009년

2010년-2018년

총계

15편

97편

112편

학술지논문

12편

37편

49편

합계

27편

134편

161편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0년부터 중국인 학습자 대상 오류 분석 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지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2009년까지 학위논문 15편, 학술지논문 12편, 총 27편 연구물이 발표되었다. 그 후 2010년부터 2018년까지에 135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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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지 논문 37편, 학위 논문 98편)의 연구성과가 생산되어 앞 시기보다 4배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정희
(2014)와 원다송(2016)에서 분석한 내용과도 비슷하다. 이정희(2014)에서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를 초기 연구 단계라
고 불리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한국어 교육 연구의 다양화 시기라고 칭하였다. 모두 416편의 연구물이 출간되었는
데 대조 분석, 교재 분석과 개발, 한국어 능력평가와 오류 분석 등 각종 논의들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고 했다. 원다송
(2016) 역시 한국어 학습자 오류 분석 논문 주에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모두 중국어권 학습자 대상 연구가 가장 많았
으며 약 60%를 차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 언어권별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의 오류 분석 연구 동향 특징을 볼 때
중국어권 학습자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있는 동시에 일본인 학습자 대상 오류 연구가 감소하고 베트남인 한국
어 학습자 대상 오류 분석 연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다. 표1에서의 수치는, 2000년 이후에 한국어 교육 분야
에서 중국인 학습자 대상 오류 분석 연구가 이루어진 성과들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2010년 이후 더 빠른 성장 시기로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3.1.1 1단계(2000년~2009년)의 연구 동향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인 학습자 대상 오류 분석 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은 총 27편이 나왔는데, 학위논
문은 15편, 학술지논문은 12편이다. 학위논문의 경우, 2001년에 민자에 의해 발표된 논문 이외에 나머지 15편은 모두
2005년부터 발표된 것이고 2005년 2편, 2007년 2편, 2008년 1편, 2009년 10편인데 해마다 증가한 셈이다. 학술지 논문
의 경우 상기의 동일한 연구자의 다른 연구인 민자(2001)가 이 기간에 학술지에 등재된 최초의 오류 분석 연구이다. 5년
만에 2006년에 학술지에 중국인 학습자 대상 오류 분석 연구물이 다시 나타났는데 2007년 2편, 2008년 2편, 2009년 4
편이 계속 발표되었고 학위논문 수와 같은 증가 추이를 보였다. 한국어 교육 연구의 다양화 시기에 중국인 학습자 대상
오류 분석 연구도 다양한 연구 대상을 삼아 진행했는데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문법 관련 연구가 발음이나 어휘
등 다른 분야를 다룬 연구보다 절대적으로 많고 각 분야의 항목별로도 중국인 학습자가 틀리기 쉬운 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석되었다. 이 시기의 중국인 학습자 오류 분석 연구 특징은 우선 2005년 이후 연구물이 많아졌고 해다가 증가하
는 추세이다. 둘째, 문법 분야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선택해서 진행했던 연구들이 절반 이상 차자하고 발음과 어휘 분야
오류를 분석하는 논문이 다소 있었다.

3.1.2 2단계(2010년~2018년)의 연구 동향
2010년에서 2018년까지 발표된 중국인 학습자 대상 오류 분석 관련 연구물의 수는 학위논문이 98편, 학술지논문이 37
편으로, 모두 135편에 이른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 관련 오류 분석의 초기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2000년대 첫 십 년에
비하면 4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연구물의 양적‧질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위논문 수의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한국의
유학생 유치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학문 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러 온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을 진학
하여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밟아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얻었다. 이 시기의 오류 분석 연구물이 양적
으로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전 시기보다 더 심화하는 경향이 보인다. 발음 관련 오류 분석 연구는 김윤희
(2009)가 학위논문으로 처음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중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프랏(praat)를 이용해서 한국어 모어 발음
오류를 분석한 것이다. 2010년에 들어오면서 한국어 모음 이외에 중국인 학습자의 울림소리 받침, 파열음, 이중모음, 자

362
음, 비음화, 유음화, 종성 자음 'ㅅ,ㅊ,ㅌ' ,겹받침 등(Yu wenjing, 2011; 강려, 2011; 주림, 2011; 황미연, 2012, 김설,
2015; Liyan, 2016 등) 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분석하게 되었다. 문법 관련 오류 분석 연구 대상도 지난 시기에 조사,
어미, 연어에만 집중했는데 2010년부터 경어법, 접속 표지, 시제 표현, 불규칙 용언, 사동 표현 등(우염염, 2013; 진염민,
2013; 왕사이오롱, 2015; 왕효정, 2017 등)을 주제를 잡아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었다. 이상 발음과 문법 영역 뿐
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중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오류 분석 연구들이 전보다 많이 세분화되고 심화되는 추세이다.

3.2 유형별
먼저 유형별 연구 동향은 학위논문과 학술지와 같은 정기간행물 발표 논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2.1 학위논문 동향
중국인 학습자 대상 오류 분석 관련 연구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학위논문은 모두 114편에 달한다. 이중 석
사 학위논문이 111편, 박사 학위논문은 3편이 있다. 먼저 중국인 학습자 대상 오류 분석 관련 학위 논문을 연도별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도별 중국인 학습자 대상 오류 분석 관련 학위 논문 수

<그림 1>에서 중국인 학습자 대상 오류 분석 관련 학위 논문 수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8년간에 발표된 논문이
불과 6편인데 2009년에 일 년만에 9편이 집중적으로 발표되었다. 그 후에 2011년까지 해마다 평균적으로 8~9편이 발표
되었다가 2012년에 20편의 논문이 한꺼번에 간행되어 그 생산성이 최고도에 다다랐다. 연이는 2013, 2014년에는 연구가
소강 상태에 머물렀다가 2015년에 다시 적지 않은 연구물이 나오게 되었다. 최근 3년에 해마다 8편 정도 나타났는데 오
류 분석 연구가 여전히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임을 알 수 있다.
2005년에 처음 발표된 중국인 학습자 작문에 나타나는 오류 분석 연구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113편의 학위 논문을 개
별적으로 보면 석사 학위 논문이 110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문법 관련 오류 분석 연구의 수가 어휘와 발
음 등 분야보다 많았다. 연구자들이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가 나타나는 분야에 대한 관심 순서는 문법(58편), 발음(4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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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13편) 순이다.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의 네 가지 기능 중 말하기 오류, 구체적으로는 발표 오류를 다룬 연구가 1
편이 있다는 것은 특이하다. 읽기 오류나 듣기 오류를 분석하는 연구가 없었고 거의 모두 쓰기와 관련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듣기와 말하기, 읽기보다 쓰기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자료를 수집하기가 더 쉬워서 이 많은 쓰기 분야
와 관련된 오류 분석 연구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실은 학문 목적으로 한국에 유학을 하러 온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말하
기와 읽기, 듣기 학업 기술도 중요하므로, 쓰기 이외에 다른 세 기능 오류 분석 연구도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
다.

3.2.2 학술지 논문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오류 분석 연구들은 학회 발간 논문집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중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는 논문은 중한인문과학연구회에 발표된 민자(2001)의 논문이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민자(2001)과 권기양
(2006)의 논문을 포함하여 총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민자(2001) 이외에 모두 2006년 이후 발표된 것이다.

[그림 2] 연도별 중국인 학습자 대상 오류 분석 관련 학술지 논문 수

학술지 논문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위논문과 마찬가지로 문법 관련된 오류 분석 연구가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으로는 발음, 어휘 순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을 할 때 나타나는 오류와 쓰기 과정에 나타나는
오류를 분석해서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한다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아무래도 외국인 학습자에게 쉽
게 오류가 나타나는 분야가 말하기와 쓰기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하기 영역에서 발음을 praat 등 같은 전문적으로
음운 현상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외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실험 연구가 어휘 오류
연구보다는 더 선호되기 쉽다. 한편, 문법과 발음 오류를 분석하는 연구물의 수량보다 적지만 여태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
속 연구해 온 것이 한국어 어휘 관련 오류 연구이다. 어휘 분야와 관련된 오류 분석 연구들의 연구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자어, 유의어 그리고 외래어를 연구 대상을 삼아 진행했던 연구들이 반 이상 차지했다. 오세진(2016)이 중국인 학
습자의 읽기 유창성을 진단하고 오류 유형을 분석한 것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읽기 오류 분석 연구의
첫 연구물이다. 앞으로 앞으로 더 많은 읽기 오류 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3 주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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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발표된 중국인 학습자 대상 오류 분석 관련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들의 주제별 분류는 크게 통합적으로 오류
를 분석하는 연구와 개별 항목 오류를 분석하는 연구로 나뉠 수 있다. 통합적으로 오류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주로 중국
인 학습자의 쓰기나 작문에 나타나는 오류를 문법, 어휘, 음운, 맞춤법 등 분야별로 분류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경향을
보인다. 문법, 어휘, 음운 등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중국인 학습자의 글짓기에서 범하는 오류를 전체적으로 다룬 연구가
총 22편(학위논문 10편, 학술지 논문 12편)이다. 이상 통합적인 오류 연구 이외에 특정 문장 종류의 오류를 분석하는 연
구도 있는데 번역문 오류 연구 (여려, 2007; 단문평, 2012), 내포문 오류 연구(한청. 2009), 접속문 오류 연구(이재
성,2011) 등이 이 부류에 해당한다. 개별 주제 관련 논문 중에 문법 관련 논문이 60편, 발음 관련 논문이 56편, 어휘 관
련이 20편, 말하기 발표 관련 1편, 읽기 오류 유형 관련 1편으로, 문법 영역에 속한 주제의 연구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
하고, 그 다음으로는 발음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약 34%를 차지했다.

[그림 3] 중국인 학습자 대상 오류 분석 연구 주제별 양상

3.3.1 문법
문법 오류 관련 논문은 유형별이나 연도별, 주제별 등 모든 기준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법 오류의 하위 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 어미, 경어법, 시제 등이 있다. 그중에 조사와 어미에
대한 오류 분석 연구가 가장 많았다. 조사 오류 중에서는 주로 격조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진행했던 오류 연구들이 많
았으며 어미의 경우는 연결어미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와 어미 이외에 경어법, 시제, 사동, 피동,
맞춤법 등 오류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1) 조사

중국인 학습자의 조사 오류 분석 논문은 총 15편이 있는데, 연구 대상의 언어 수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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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 대상 수준별 조사 오류 연구 논문 수

논문 수

초급

중급

고급

초·중급

중·고급

초·고급

초중고급

3

6

0

0

1

0

5

<표 3>에서 보듯, 중급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초급, 중급, 고급 전체 등급을 다
루고 있는 연구와 초급 학습자만 다룬 연구들이 그 뒤를 잇는다. 다만, 고급, 초·중급 그리고 초·고급 학습자의 조사 오류
를 다룬 연구는 없었다. 다양한 숙달도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 오류 분석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파악된다. 연
구 대상의 한국어 등급은 주로 중급과 전체 등급으로 한정하는 것은 오류 분석 연구의 특징에 맞는다고 볼 수 있다. 초
급과 고급 학습자의 오류를 발견하는 것과 오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익혀
서 오류 빈도가 비교적으로 많은 중급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조사 오류 연구의 분석 대상을 보면 격조사만 다룬 연구(유지연, 2015; 상위, 2015; 유민, 2018; 장걸민, 2018; 신효
경, 2008; 이주화, 2013; 염염, 2011; 진가리, 2012; 강군, 2013)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조사 전체, 즉 격조사, 보조
사, 접속 조사(김지우, 2009; 장리나, 2009; 전경진, 2010; 리강, 2015; 권미림, 2013)를 다룬 연구가 5편이 있었다. 이
외에는 격조사와 보조사를 분석하는 연구(Yu xiao qian, 2013; 장원원, 2015)도 있었다. 또한 격조사 중에 중국인 한국
어 학습자가 틀리기 쉬운 주격 조사‘이/가’, 목격적 조사‘을/를’ 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석되었다.

(2) 어미

어미 경우는 두 종류의 어미 이상을 분석한 연구는 피뢰(2008), 장전하(2010), 윤영숙(2006)이 있다. 관형사 어미만 분
석하는 연구가 한 편이 있으며 남은 연구들이 모두 연결 어미 항목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 언어 체계가
다른 것으로 인해 미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와 마찬가지로 어미도 중국어에 대응할 수 없는 문법 범주이어서 실
제 한국어를 습득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연결 어미의 사용 제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어미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들을 보면 피뢰(2008)에서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그리고 관형사 어미를
분석 대상 어미로 선정하여 초급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여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전하(2010)에서는 어미를
크게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 관형사 어미로 분류해서 중급 중국인 학습자가 작문에 나타나는 오
류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류 원인을 규명하였다. 윤경숙(2006)에서는 중급 중국인 학습자의 종결 어미와
연결 어미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오류 유형과 양상을 살펴보았고 어미 교육 수업 구성 사례를 제시를 하였다.
다음으로 연결어미 오류를 다룬 연구는 8편인데, 연결 어미 분석 대상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인과관계 연결 어미를 다
룬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임지숙(2009), 이전(2012)에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아/어서’ 오류를 분석했고 최일
박(2017)에서는 ‘(으)니까’ 사용 오류를 분석하였다. 남은 5편의 연구의 연결어미 분석 대상은 초급 교재에서 제시되어 있
는 연결 어미를 선정하거나 중국인 학습자가 틀리기 쉬운 인과과계, 나열 관계 등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를 택했다는 특
징을 가진다.
장천(2014)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사용에 있어서 중국인 학습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밝히고 중국어의 관형사형
표지 체계와 비교하면서 중국인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파악된 원인을 분석한 기초
로 효과적인 관형사형 어미의 수업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관형사형 어미를 유일
하게 다룬 연구이다. 실제로 관형사형 어미는 종결 어미와 연결 어미에 비해 적지 않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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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 어미 사용 오류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제까지 문법 관련 오류 분석 연구를 주요 하위 주제별로 중국인 학습자의 조사, 어미를 사용할 때 범하는 오류의 유
형과 원인을 분석하는 논문을 살펴보았다. 조사, 어미는 문법 분야에서 비교적으로 많이 다룬 주제이지만 경어법, 맞춤법,
부정 표현, 시제 등을 다룬 오류 연구도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문법 관련 단일 주제를 선정하여 오류 분석을 하는 연구
는 표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문법 관련 개별 주제별 논문 양상
문법 개별 주제
1

주요 논문
김지우(2009),장리나(2009),전경진(2010),진가리(2012),권미림(2013),강군(2013).Yu xiao qian(2013),
장원원(2015),리강(2015),유지연(2015),상위(2015),유민(2018),장걸민(2018),신효경(2008),이주화
(2013),염염(2011)

조사

종결 어미, 연결 어미, 관형사 어미 피뢰(2008),윤영숙(2007)
종결 어미, 연결 어미, 관형사 어미,
장전하(2010)
선어말 어미, 전성 어미
2

어미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윤영숙(2007)

연결어미

임지숙(2009),진신(2012),원샤오엔(2012),강소영(2012),이전(2012),최일박(2017),전영근(2011),황지유
(2015)

관형사어미

장천(2014)

3

경어법

우염염(2013),오상운(2014), 엄치이무(2014)

4

시제

왕시아오롱(2015),김정선(2017)

5

맞춤법

정로(2012),강희숙(2009),정효민(2012)

6

피동

주위나(2015)

7

부정 표현

차문양(2017),오양(2011)

8

차등 비교 표현

김문정(2015)

위의 표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법 관련 오류 분석 연구는 다양한 하위 주제에 두루 걸쳐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조사나 어미와 달리 다른 문법 요소나 항목에는 누적 산출물이 현저히 작아, 집중의 편차가 존
재하는 문제점도 일부 나타난다. 앞으로 더 다양하고 더 풍부한 주제를 선정하여 전면적으로 오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3.2 발음
발음 오류는 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체계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오류의 원인을 설명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크게 모음, 자음, 기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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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상별 발음 오류 분석 연구 논문 수

(1) 모음

발음 오류 분석 연구 중에 모음을 분석 대상을 삼은 연구는 5편이 있는데 모음 전체를 다룬 연구는 3편(김윤희,2009;
시스얀,2017; 김춘애,2010), 단모음 연구(김은경,2010) 1편, 이중모음 1편(주림,2011)이다.
김윤희(2009)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와 중국어 발음의 차이점을 인지시키기 위해 일부 동형동의 한자어를 이용
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유형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동형동의 한자어를 실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연구자가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발음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은 모국어의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추측하여 판단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스얀(2017)의 논문도 마찬가지인데 오류 분석 대상은 한자어이고 ‘모국어 간섭으로 인한 한국어 모음 발음
오류와 교육 방안 연구’ 제목부터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의 원인을 밝혔다. 김은경(2010)에서는 중국인 학습
자의 한국어 단모음‘어’와 ‘오’ 발음 오류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인 원순성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서 중국인 남성 화자 두 모음의 오류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에게 두 모음을 교육할 때 원순
성과 혀의 고저 위치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주림(2011)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실태를 실험 음성적으로 분석하여 모어 화자의 발음과 비교를 하는 것을 통해 오류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에서는 오류 양상만 결론으로 나와서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기술하지 않아 추후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
황이다.

(2) 자음

중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한 발음 오류 분석 연구의 분석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논문은 한국어 자음 오
류 양상에 집중되어 있었다. 자음 오류 관련 논문은 총 34편(60%)이 있고 기본적으로 한국어 자음 체계를 중국어 자음
체계와 비교하는 절차를 밝았다. 자음 전체를 분석 대상을 선정하여 진행했던 연구는 3편(전원해,2005; 박성곤,2009; 황
미연,2012)이 있고 자음 세부 음운 사항을 다룬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자음 오류를 분석하는 논문의 연구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파열음(강려, 2011), 파찰음(조민하,2017; 손샤오페이, 2013), 경음(임천우, 2013), 자음 음운 현상, 예를 들어
동화(박대현, 2012), 비음화와 유음화(김설, 2015; 장치,2017), 경음화(곽을유,2017; 신진우,2018; 조민하,2017), 개별 자
음 ‘ㄹ’(소배강, 2015; 이지, 2015; 이강희, 2017), ‘ㄴ’발음(반흔신, 2016), ‘ㄴ’첨가가 있는 음절의 발음(조영, 2015),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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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ㄹ,ㄴ’ 연음 음절(정쥔주,2012; 강흠, 2018), 마지막으로 종성(장징, 2015; LiYan, 2016; 위국봉, 2014; 양순임,
2006), 겹받침(최경복, 2013; 고조, 2016) 역할을 하고 있는 자음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중국인 학습자의 자음 오류 원
인은 한국어와 중국어 자음 체계 차이로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문이 절대적으로 많았고 중국어의 간섭 이외에 영어
의 부정적 영향도 미쳤다는 연구(이원, 2010)도 이루어졌다.

(3) 기타

중국인 발음 오류 관련 연구 중에 한국어 모음, 자음 등, 음운 체계 자체를 연구하는 논문 이외에 한국어 발음의 다른
측면에 입각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최현지(2009), 최현정(2009), 임칠성·곽일성(2014)
가 기타 부류에 속하는 연구들이다.
최현지(2009)에서는 효과적인 한국어 읽기 교육을 위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과정을 주목하여 그들의 읽기 능
력과 텍스트 유형에 따른 음독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음독 오류 분석법을 다룬 첫 번째 연구라는 점과 학습자의
실제 읽기 양상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최현정(2009)에서는 중국인의 운율 오류 중 강세 오류에 대하
여 실험을 통하여 실험음성학적 방법을 통하여 구체적인 오류 양상과 그원인을 알아보았다. 오류 원인은 어말 장음화의
미실현, 음절 구조 인식의 차이로 인한 오류임을 설명하였는데 이에 대해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고 연
구에서 해결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결론 부분에서 스스로 밝혔다. 이 논문은 한계점이 비교적으로 많은 연구밖
에 볼 수 없지만 중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오류 분석 연구 중에 한국어 강세 오류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임칠성·곽일성(2014)에서는 중국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중국이라는 KFL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
울 때 한국어의 음장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 실태를 밝혀 분석하고,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인 학습
자에 대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중에 한국어 음장과 관련된 교육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에 음장 교육 연
구의 첫출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음운 오류 분석과 관련한 논문은 세부 사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 할 수 있지만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이나 자음 오류를 음성학적으로 분석하는 유형 이외에 음장과 발음 강세, 그리고 음독을 분석하는 연구도 있어, 발음 오
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음성학 방법론 이외의 다른 관점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를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1.3 어휘
어휘 오류 분석의 경우, 한자어 관련 오류 분석 연구와 독특한 발음과 형태를 가진 외래어 관련 오류를 분석하는 연구
및 연어 오류 분석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 동안 발표된 어휘 오류 연구는 먼저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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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어휘 오류 관련 논문 수

중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한 어휘 오류 분석 연구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알 수 있다. 문법과 발음 분야에 비해 연
구가 늦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정숙향(2008)이 학위논문으로서 중국인 학습자의 어휘 오류 분석 연구의 첫출발이었
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어휘 오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이후 10년 동안 총 25편에 이르렀다. 어휘 오류 연
구의 구체적인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연어, 한자어, 외래어, 부사 등 여러 주제가 있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어휘 오류 연구 하위 주제별 연구 양상
분석 대상

주요 저자

합계

1

작문에 나타나는 어휘

위징징(2009),이진경(2012),유력몽(2012),루청(2014),왕찬찬(2017),장슈샤오
(2017),박춘연(2008),박선희(2014)

8

2

연어

정숙향(2007),유연(2010),이목자(2013),주가문(2016),임건동(2018),유문명
(2018)

6

3

외래어

손정정(2010), 정주애(2015), 백설비(2017)

4

4

한자어

이정실(2010),DongSuBang(2014),WangXiaoLong(2018)

3

5

유의어

추육영(2018), 안소영(2018)

2

6

부사

리해영(2011),최영란(2013)

2

7

형용사

이다해(2012)

1

8

심리동사

Zhang Rui(2013)

1

중국인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나는 어휘 오류를 분석하는 연구는 주로 어휘의 세부 항목을 한정하지 않고 오류의 유형
별로 학습자의 오류를 분류해서 오류 양상을 분석했다. 위징징(2009)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과정에서 발견되
는 어휘 오류의 발생 원인은 중국어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 어휘, 한국어 유의어 사용 양상의 복잡성, 한국어 어휘
형태 변화의 복잡성 세 가지 원인으로 정리하였다. 학습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국어 어휘 오류의 원인은 중국어의 간섭
과 한국어 어 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간단하게 귀납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연어 오류를 분석하는 연구로는 정숙향(2007), 유연(2010), 이목자(2013), 주가문(2016), 임건동
(2018), 유문명(2018) 등이 있다. 연어 오류 연구의 경우에 한국어와 중국어를 대응하는 작업을 하는 논문이 대부분인고
아무래도 중국인 학습자의 연어 오류 원인은 다른 원인보다 모국어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정숙향(2007), 이목자(2013), 임건동(2018)은 각각 중국인 학습자의 연어 오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여 연어에 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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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숙향(2007)에서는 초급의 경우 그림 카드와 연어 바구니 활용, 중급은 빈칸 채우기, 연어 공책,
스피드 게임, 한자어 비교를 통한 연어 학습, 고급은 단어 결합을 통한 연어 학습, 연어 확장과 읽기를 통한 연어 학습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목자(2013)에서는 오류 분석을 통한 교육용 연어 목록을 선정하였고 임동건(2018)에서는
용언 중심으로 마인드맵핑 확장 교수법 및 브레인스토밍 체언 강조한 빈칸 채우기, 교재의 어휘 색인 부분에 연어를 유
행별로 제시하는 방안을 설계했다는 것,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 따라 학기말이나 시험 보기 전에 학습했던 연어를 정리하
여 정리 복습 수업이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연어에 관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국어 외래어는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를 받아들여 수용해 왔다. 중국인 학습자의 외래어 오류
분석 연구는 모두 영어에서 유래된 외래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외래어 오류의 경우는 모국어 중국어의 부정적 영향
이 작고 주로 영어의 간섭과 한국어 외래어 표기법 규칙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된다.
이정실(2010)에서는 한자어 오류의 원인은 모국어의 영향은 주된 원인을 처리하고 주된 원인 이외에 관습적과 품사 차
이 그리고 포렴(褒贬) 으로 인한 원인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자어 오류의 경우에 한국어에는 한자어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할 때 오류를 범하는 원인은 아무래도 한자어의 영향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2010년에 들어오면서 한국어 연어, 한자어, 외래어 이외에 다른 어휘 하위분류를 주목하여 어휘 오류 분석을 진행한
연구가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부사, 동사, 형용사 등 오류 분석 대상을 삼아 오류 양상을 살핀 연구가 이루
어졌는데 한국어 어휘 오류 분석 연구도 점점 세분화되는 경향이 보인다.

4. 마무리
이미 강승혜(2003)에서 한국어 교육 연구의 주요 주제 영역 10개 중의 하나로 거론한 오류 분석은, 한국어 교육 연구
의 중요한 내용이다. 오류 분석 연구는 교사에게 학습자의 습득 상황을 파악하는 기회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
에게는 오류를 알아보는 것을 통해 목표언어를 순조롭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특히 특정 언어
권 학습자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 수교
이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중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한 오류 분석과 관련 연구물을 검토하여 중국인 학습자 대상 오
류 분석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향우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 대상 자료는 학위논문 112편, 학술지 논문 49편, 총
161편의 연구 성과물이었는데 연구 연도별, 유형별, 주제별로 다시 분류하여 동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 연도별로는 2000년 이전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오류 분석 연구가 찾아보기가 힘들고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류 분석 연구가 시작되어 2010년 이후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폭발적으로 발표되며 연구물 수가 급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연구 유형별로는 학위 논문 수가 훨씬 많았고 2018년까지 발표된 112편의 학위 논문 중에 석사 학위 논문은
109편, 박사학위 논문은 3편밖에 없으며 수량 면에 석사 학위 논문은 절대적인 우세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 주제별로 살펴보면 문법과 관련된 연구가 비교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는 발음, 어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중국인 학습자 대상 오류 분석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보
고 앞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오류 분석 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어 학습자 대상에 맞게 더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 오류 분석 연구의 주제가 더 다
양화 될 필요가 있다. 검토 결과, 문법과 발음, 어휘 세 가지 분야 외에 화용 분야를 다룬 연구는 어윤희(2015)밖에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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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담화 분야에 나타나는 오류 분석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반 이상 비중을 차자하는 문법 관련 오류 연구 중에도
조사와 어미를 분석 대상을 삼은 연구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더 세부적으로 볼 때 조사와 어미 중에는 격조사와
연결어미를 연구자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고 다른 항목들을 연관하여 이루어진 연구가 미흡하다. 시기별로 오류 분석
연구의 발전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 주제가 세분화되어 있는 추세가 보이지만 아직도 개별 영역과 개별 항목에 관
한 연구들이 몰려 있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성공적인 한국어교육을 이루기 위해 더 다양하게 폭을 넓히고 깊이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주제를 포함
한 오류 연구야말로 교사와 학습자에게 더 많은 학습 과정을 살펴보는 기회를 주고 더 효과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둘째,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오류 분석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의 과학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
석 대상 중에 학위 논문은 총112편인데 석사 학위 논문이 109편(97%)이 주를 이룬다. 박사논문의 수준에서 더 심도 있
고 완결성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또 연구방법 면에 살펴보면 연구의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 보편
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문항 타당성은 확보하지 못하고 연구를 진행하거나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를 판정하는 기준
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어 교육의 주된 대상으로 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정밀하고 실용적인
논의들이 지금 보다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좋다.
셋째, 중국인 학습자의 전면적인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네 가지 기능 영역에 골고루
오류 분석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기존 오류 분석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가 쓰기에 나타나는 오류를 분
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말하기와 읽기 오류를 다룬 연구는 홍윤정(2011)과 오세진(2016)밖에 없다. 현재 한국
내에 학문 목적으로 하는 중국인 학습자가 대부분이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중국인 학습자보다
학문 목적 중국인 학습자에게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와 관한 학업 기술이 더 요구된다. 예를 들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발표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가 중국의 교육 환경과 교육 과정 때문에 발표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말하기 발표 과정에 범하는 오류를 찾아내고 오류 유형과
원인 파악해서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에 맞는 말하기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매우 의미가 있는 연구이다.
이런 연구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로 발표할 때 쉽게 범하는 오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밝힌 오류 원인을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는 말하기, 듣기와 읽기 영역도 쓰기 영역을 못지않게 중국인 학습자들이
오류를 많이 나타나는데 기존 연구들이 주로 쓰기 영역에 집중된 것이 아쉽다. 영역별로 균형 있게 오류 분석 연구가 지
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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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오류 연구 동향 분석”에 대한 토론문
임형재(한국외국어대학교)

본 논문은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오류 분석 연구의 누적된 성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오류분석 연구는 2010년 좌우로 중국어권 학습자의 증가와 더불어 다른 언어권에 비해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어 왔습니
다. 그리고 몇 차례를 부분적인 정리가 시도되었지만 그럼에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
지 못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어권 학습자 오류에 대한 연구와 언급은 전체 오류분석 연구에서 가장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오류 연구 동향 분석’)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류분석은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학습자의 목표언어를 지도하는 교사로 하여금 동일 모국어화자의 학습자 변인을 이
해하게하고, 좀 더 효과적인 지도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에게는 오류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이
해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내용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에서 중국어권 학습자가 오류분석 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학습자가 급격
히 증가하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중국어권 한국어학습자는 국내 한국어교육에서 주요한 학습대상으로 자리를 잡
았으며,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이들을 위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본 연구의 오류분석 연구의 계량적
자료 분석에서 그대로 나타나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국어권 오류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가 이전 시기에 비해 현격
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량적 연구를 통한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를 과거의 연구 과정과 해당
분야의 연구 내용과 진행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결과를 제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연구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 대한 토론의 내용은 아래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 한국어교육에서 오류분석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고 본 연구에서도 참고를 하고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동향과 비교해서 중국어권 학습자의 오류분석 연구의 동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 그 결과를 알고 싶
습니다.
2. 본 연구와 같이 학술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현재까지의 연구 방향과 내용을 돌아보고, 비판적
인 시각을 통해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분석의 연구에 남
겨진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3. 본 연구는 전체적인 관점이 오류분석 연구에서 발음, 어휘, 문법이라는 내용적인 정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에 대한 구성과 분석 틀을 생각해 보면, 오류는 말하기·듣기·읽기·쓰기와 같은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
에, 내용적 관점과 함께 오류분석이라는 특징을 고려해서 한국어의 기능적 관점을 통한 분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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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현숙 / 한국어 의미 확장과 한국어 사용자의 인지 모형 131
9. 어트겅체첵 / 蒙-韓 말[馬] 관련 象徵에 대한 比較 硏究 149
10. 엄정미 / 일･한의 젠더 아이덴티티 표상 171
11. 이미혜 /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185
12. 이유기 / 현대국어의 불규칙적 현상과 국어사 207

383
13.
14.
15.
16.

이지영
정상균
조항록
한영옥

/
/
/
/

한국 언어문화 현상: 제안 담화 227
언어와 문학 249
한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연구 방법론 소고 265
상하․친소관계를 중심으로 본 한국인의 부부호칭 변화 281

■ 2권 2호 ■
1. 김성주 / 범용 한국어 교재와 모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1
2. 김창룡 / 부채의 한국 문학적 심상(心象) 19
3. 김혜숙 / 프랑스․독일․호주의 자국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39
4. 민현식 / 한국어 세계화의 과제 89
5. 박장순 / 한류와 수치(數値)로 본 한국영화 르네상스 139
6. 변정민 / 어휘 구조와 매체 언어에 나타난 한국 문화 현상 169
7. 아시다 마끼코 / 한일 양국어의 대우법 대조 연구 193
8. 이유기 / 근대국어의 어휘 213
9. 조항록 / 중국 내 한국어교육의 특징과 발전 방안 249
10. 최은정 /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색채어 체계 대조 연구 269
■ 3권 1호 ■
1. 김석기 / ｢TV 동화 행복한 세상｣을 통한 한국어 및 문화교육 1
2. 김윤정 /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15
3. LE DANG HOAN / 베트남의 한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 교수법 도입 상황 41
4. 박장순 / 커뮤니케이션 툴로서의 문화콘텐츠, 그 개념에 대한 이해 55
5. 변정민 / 언어 변화의 의미적 특성 67
6. 신은희 / 민족주의에 나타난 북한 언어문화의 특징 83
7. 이영래 / 언어행위에서의 (반)공손과 대인관계 105
8. 이희경 / 학습자 요구 분석을 통한 일본 대학생의 한국어 학습과 한류 125
9. 조항록 / 한국어 듣기 교수법 153
10. 최경희 / 조선족의 친족 호칭어․지칭어연구 167
11. 최권진 /한국 문화의 이해와 충돌 199
12. 태평무 / 중한 언어문화의 차이로부터 본 양국 간의 의사소통의 특징 225
■ 3권 2호 ■
1. 기준성 /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학습 활동 연구 1
2. 김성희 /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3
3. 김숙자 / 타문화간 의사소통 면에서 본 한국어의 거절표현 57
4. 김영란 /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 역사 교재 연구 73
5. 김혜숙 / 대학 총장 연설의 단계별 구성과 표현 방법론 99
6. 김혜진 / 한국어 피동형태에 관한 재고찰 123
7. 민현식 /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 137
8. 서승아 / 국어과 국민공통 교육과정 개정안의 분석과 검토 181
9. 육효창 / 한국어 음운 교육 연구 203
10. 윤 영 / 학습자 중심의 문화수업 방법 연구 219
11. 이혜영 / 한․일 여성관사와 남성관사의 대조 237
12. 최윤곤 / 중국의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257
13. 황정아 / 한국어 관용어와 관용표현의 관계 27
■ 4권 1호 ■
1.
2.
3.
4.

강보유 / 세계 속의 한류 1
괵셀 튀르쾨쥬 / 터키에서의 한류와 한국어교육 현황 19
Kim Do-young / Possibility of the Korean Cultural Wave in India 35
김혜진․김은진 / 외국인 학습자의 한글 쓰기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제안 51

384
5. 민원정 / 중남미에서 한국이해교육사례 75
6. Beckers-Kim, Young-ja / 비한류 (非韓流) 지역의 한국어․한국학․한국문화 교육 진흥 방안 모색 99
7. 빠릿 웡타나센 / 태국에서의 한류 현상 129
8. 왕혜숙 / 미국에서의 한국언어문화교육과 한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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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은
유영미
윤여탁
윤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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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
5. 이홍매 / 부사 ‘자칫’과 ‘하마터면’의 의미, 통사, 화용 대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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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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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
5. Oh, Hyeon-ah / A Study on the Important Values of Contemporary Korean Human Relations in TV
Commercials 83
6. 이선웅 /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방송언어 활용사 - 거시적 관점의 서술을 중심으로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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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 10권 1호 ■
1. 권성미 / 한국어 교재 대화 텍스트의 문화 항목 분석 1
2. 김승연 /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의성어․의태어의 시각화 연구 25
3. 오재혁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성 유형에 따른 한국어 폐쇄음의 변별 지각 양상 57
4. 오지혜 / 문화 능력의 재개념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연구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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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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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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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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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
7. 장국화 / 중국인 여성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의 발음 습득 양상 -초‧중‧고급 학습자의 음성산출 결과를 중심으로16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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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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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
3.
4.
5.

12권 3호 ■
김윤주 / 귀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문화교육 연구 동향 분석과 향후 과제 –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1
신윤경·방혜숙·성지연 / 학습 환경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대학생의 쓰기 상위인지 전략사용 연구 25
이경애 / 중국 내 한국어 초급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수 언어 51
이미향 / KFL과 KSL의 학습요인별로 본 한국어 교재의 담화 연구 –1950~1980년 중반의 자료를 대상으로– 79
이훈호·신카 조피아 / 일반적 학문 목적의 한국어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석사 과정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을
중심으로- 111
정서영 / 스리랑카 중고등학교 한국어교사 양성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연구 145
정지현·최희·김영순 / 한국 언어문화 리터러시에 나타난 북한이탈대학생의 경험에 관한 연구 183
최수정 / 한국어교육에서의 화용적 특성 기반 문법 교육 연구 -‘(이)나’와 ‘(이)라도’를 바탕으로– 211
최유정 / 한국어교육에서의 명사절 ‘-기가’ 내포문 교육 연구 239

6.
7.
8.
9.

/
/
/
/
/
/
/
/
/

한국어교육실습 내용과 방법에 관한 학습자 인식 연구 : 모의 수업‧강의 실습을
국어기본법 상 한국어 교원자격제도 연구 : 현황 및 발전 방향 - 23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한 NIE 연구 : 텍스트 시각화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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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문화성에 기반 한 문학 독서교육 - 183
한국어교육에서 교수 자료로 활용된 문학 작품 연구 : 초기 교재를 중심으로 -

중심으로 - 1
45

중심으로 - 155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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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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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황인교 /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 분석 -‘국제통용한국어교육표준’과 ‘문화예술교수요목’을 중심으로163
■
1.
2.
3.

13권 2호 ■
기준성 / 한국어교육실습 수업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학습자 인식 연구 -강의 참관을 중심으로김승환 /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의 문제와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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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
3.
4.
5.

14권 2호 ■
김강희 / 청문회 담화의 종결어미 ‘-고요’ 사용 양상 연구 1
박 환 / 동영상 제작 과제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 연구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27
신범숙 / 한국어교육과정 학습 한국어의 언어 재료 탐구 –역사 교과를 중심으로- 51
안한나·임호용 / 카타르 한국어교육 교육과정 개발 방향 및 실행에 대한 소고 –카타르 A학교를 중심으로-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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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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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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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
3.
4.
5.
6.

15권 2호 ■
강남욱 / 한국어 교재의 구성 유형과 형성 과정 연구
강신희 /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통합적 접근의 한국어 쓰기 교육 모형 개발 연구
구민지, 김원경 / 한국 언어문화 교육 방안으로서의 설화 ‘다시쓰기'
권기현 / 한국어–베트남어 단모음 대조를 통한 난이도 위계 설정
김현진 /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접촉 양상(LCP)이 한국어 능력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김혜진 / 문화적 문식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의 설화 교육 연구 –국내 대학 교양 학부의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391
7. 박성 / 영화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교육 연구 –상호문화능력을 중심으로–
8. 양지선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문화 인식에 대한 연구 –중국, 몽골 학습자 중심으로9. 응웬티꾸잉안, 김경표 /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더라’의 교육 방안 연구
10. 황사윤, 이미향 / 외국인이 편찬한 초기 한국어 교재의 한자어 교수 자료 연구
11. 이은희 / 한국어 학습자의 스테레오타입과 한국 문화교육 학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인에 대한 의식을 중심으로12. 이지용 / 한국어 공공언어를 위한 챗봇 설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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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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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이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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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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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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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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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
6.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심의 사안과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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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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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비 등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한 제소 또는 기타 다른 과정을 통한 인지로 인해 조사가 필요한 경
우, 위원회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두어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문위원)
1.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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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회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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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이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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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을 경과한 연구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기존의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수행, 연구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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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확대할 수 있다.
2. ‘예비조사'는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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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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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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8조 (본조사)
1. 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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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우 피조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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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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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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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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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 요청 사유를 중심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조사는 18
조 본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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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페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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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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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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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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보자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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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24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위원회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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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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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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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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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교육의 역사를 써내려온
이화여자대학교가
다시 한 번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혁신적인 도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 발걸음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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