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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제28차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언어문화교육을 위해 연구에 전념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실제 현장에서 한국어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
생님들, 그리고 미래 한국어교육을 이끌어 갈 학부·대학원생들을 모시고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가 주최하고 연
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이 주관하여 제28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
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연세대학교와 언어연구교육원 김현철 원장
님, 한국어학당의 곽지영 교수님과 우리 학회 김성조 이사님 등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한 전 세계에 한국 언어문화 보급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세종학당재단 강현화 이사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
사를 드리며, 주제 특강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화여자대학교 이해영 교수님과 경기대학교 장경원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학회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장향실 부
회장님과 연구의 김호정, 김서형, 오문경, 장미라, 김윤주, 이수미 이사님, 출판의 구민지, 기준성 이사님을 비롯하여 학
술대회 준비의 주무인 이미향 총무이사님과 황사윤 총무간사 등 모든 임원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한국언어문화교육의 세계화에 발맞춰 매년 국제학술대회와 국내학술대회로 나누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학술대회는 중국, 태국, 베트남에 이어 올해에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는데, 한국어교육 관련 국내외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는 학회와
연계하여 더욱 뜻있고 풍성한 학술대회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명실상부 전 세계 한국어교육계에서 최고의 국제학
술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논문집 「한국언어문화학」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지이면서 올해 2월 ESCI에 선정되어 한국어교육에서는 최초로 국제학술지로 인정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
기에 한국어교육의 미래 주역이 될 연구자들을 위한 신진연구자상은 올해로 6회째가 되어 해가 거듭될수록 신진연
구자들의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회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 및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세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늘
의 주제도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어 예비·경력 교사를
위한 수업 컨설팅 연구와 방법’으로 정했습니다. ‘한국어 교원의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에 관해 이해영 교수
님의 주제 특강과 ‘한국어 교육 수업을 위한 수업 컨설팅 전략’에 관해 장경원 교수님의 주제 특강이 있겠으며, 주제
토론으로는 김민애, 이미향, 김은정, 임형재 교수님 등 수업 컨설팅 분야에 역량이 있는 교수님들이 ‘한국어 수업 컨
설팅에서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오후 분과에서는 주제 특강에서 논의가 되는 내용
을 바탕으로 수업 컨설팅 전문가들이 예비교사와 경력교사들에게 직접 수업 컨설팅을 해 주는 워크숍이 진행이 되겠
으며, 일반 개인 논문 발표에서도 각 분과별로 한국어교육에서의 수업 컨설팅에 관련한 논문 및 한국언어문화교육 관
련 논문의 발표와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학회 학술대회가 알차고 풍성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발표집 인쇄를 협찬해 주신 도서출판 하우 박민
우 대표님을 비롯하여 학술대회에 대한 관심과 후원으로 도움을 주시는 도서출판 박이정 박찬익 사장님, 랭귀지 시
사북스 엄태상 대표님, 주식회사 세잎누리 제갈규동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가 되는 ‘한국어 수업 컨설팅 연구와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수업 계획과 운영
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전 세계 한국어교육현장에서 한 차원 높은 연구와 양질의 수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학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축원 드립니다.
2019년 11월 9일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회장

나삼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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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가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이 주관하는 제28차 추계학술대회에 참
석하신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회원 및 내빈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어교육의 발전과 국제화에 기여하는 저희 한국어학당이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와 함께 ‘한국어 예비·경력 교
사를 위한 수업 컨설팅 연구와 방법’을 주제로 오늘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
니다.
최근 한국어교육은 양적 확대의 기조에서 질적 확대로 그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사의 질적
향상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어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통해 가
늠해 볼 수 있음을 볼 때 교사교육은 한국어 교육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가 한국어 교사의 수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
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최신의 수업 연구 성과와 컨설팅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토론하
는 것은 이 분야 학문의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며 한국어 교육계 전반에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은 올해로 설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한국어 교육계의 모
범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교육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나은 수업을 진행할 수 있
는 교재와 수업 자료 그리고 연구 성과들을 지원해서 교사 교육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제28차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환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
지고 큰 성과를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9일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장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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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강현화입니다.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제28차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
로 축하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해 땀 흘리시는 한국어 교육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
니다.
올해 초 저희 재단과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업무협약을 맺어, 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을 위해 공동의 노력
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는 언어와 문화의 상호작용에 주목해, 언어는 물론 문화 교
육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회의 학문적 성과들이 전 세계 세종학당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최근 세종학당재단은 학회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60개국 180개소 세
종학당에서도 내실 있는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계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의 주제는 ‘한국어 예비‧경력 교사를 위한 수업 컨설팅 연구와 방법’입니다. 수업 컨설팅과 관
련된 최신 이론은 물론 실제적 교수법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종학당재단도 한국
어 교원들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학당 교원의 재교육을 위해 온라인
강좌를 개발하고, 지역별 워크숍 및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개최해 오프라인 연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사이버대학교 8개교와 협업해 전 세계 세종학당 교원들이 현지에서 보다 편리하게 교육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오듯이, 세종학당도 수업의 질을 높
여, 우수한 학습자를 지속 배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하신 나삼일 학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한국언어문
화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재단도 학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 동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9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강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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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원의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이해영(이화여자대학교)

1. 교원의 전문성과 재교육
한국어 교육 현장은 짧은 시간에 양적 확대와 요구의 다양화를 동시에 겪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존
교원에 대한 재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교육 경력에 따른 전문화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교원 재교육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자격 취득 후 소진의 문제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교원의 재교육
은 한국어 교원이 전문적인 교사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하다.
2019년 10월 기준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는 1급 1,763명, 2급 2,592명, 3급 10,621명으로 총 44,976명이다(국립국
어원, https://kteacher.korean.go.kr). 1, 2급 교원들과 3급 교원은 동일한 내용의 재교육이 적용되기 어렵다. 한국어 교
원의 교사 효능감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면 경력이 많은 교원들도 새로운 직무와 역할에 대한 도전이 필요해진다고 할 수
있다(이해영 외, 2016). 한국어 교원의 경력과 교사 효능감을 연구한 안정민・김재욱(2011)에서는 교사의 경력이 7년이
될 때까지는 교사의 효능감이 상승하지만 7~10년 사이에는 효능감이 급격히 낮아지며, 다시 10년 이상이 되면 다시 효
능감이 높아지는 곡선적 패턴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입 교원의 교육뿐 아니라 전문 교원의 재교육 연수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재교육은 이처럼 다양한 교원의 요구에 따라 경력은 물론, 직무 내용과 대상 학습자의 특성 등이 반영되어 현장에 필
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발표에서는 각기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한국어 교원들의 요구분석 내용을 소개하고,
재교육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2. 요구분석과 교육 내용의 구성
○ 소속 기관별 한국어 교원의 재교육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이해영 외, 2016; 2017).
① 2017년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
② 대상: 교원의 소속에 따라 대학 부설 기관 41명(29.7%),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원은 74명
(53.6%), KSL 교원은 23명(16.6%)의 세 집단으로 구분함.
③ 설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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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부설 기관 교원, KSL 교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원이 설문 조사에 응답한 연수 내용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보임.
― 국어학 영역에서는 한국어 화용론과 어문규정에 관한 요구가 공통적으로 높았음. 의사소통 중심의 말하기 교육이
중시되면서 화용론적 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 한편 어문규정에 관한 요구도 여전히 높았음.
― 한국 문화 영역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상관없이 한국어와 연계하여 쉽게 교수할 수 있는 한국의 언어문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 언어지식과 기능 교육 영역에서는 한국어 문법 교수 방안과 쓰기 교수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이는 국어학 영
역에서 어문규정의 요구가 높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한국어 교원이 한국어 문법에 관한 지식을 중시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음.
― 실용적 교실 기법에 있어서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즉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실
질적인 수업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교육과정 영역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및 재구성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교원의 소속 기관에 따라 공통의 교육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학습자의 특성, 반의 분위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운영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됨.
― 교재 영역에서는 인쇄물과 같은 보조 교재 제작 및 활용과 기존 한국어 교육 자료 검색 및 활용 방법에 관한 요구
가 높았음. 소속 기관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존에 출판된 여러 교재를 사용하는 기
관도 많으므로 한국어 교육 자료의 활용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임.
― 평가 영역에서는 학습자의 수행을 직접 평가해야 하는 한국어 쓰기와 말하기 평가 및 채점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
았음.
― 학습 지도와 상담의 경우, 문화권에 따른 학습자의 특성 이해와 학습자 상담 및 문제 대처 방법에 관한 요구가 높
았음. 이는 한국어 교실이 단순히 한국어 지식만을 교수하는 공간이 아닌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습자의 이해가 수
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수업 성찰의 경우, 학습자 오류 분석 및 피드백 방식,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를 위한 교실 운영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수업 성찰 역시 실제 수업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활용할 수 있는 과목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교원의 기본 소양에 대한 학습 요구의 경우, 한국어 교원의 정체성 찾기에 대한 요구가 높았음. 설문에 응답한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5년 미만의 교원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한국어 교원으로서 자신의 진로, 역할을 되돌아볼 수 있
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별 활동 기획에 대한 요구는, 현장 체험 코스의 설계 및 운영과 말하기 대회와 같은 학습자 참여 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요구가 높았음.
￭ 대학 부설 기관 교원, KSL 교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원이 설문 조사에 응답한 연수 내용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임.
― 대학 부설 기관 교원의 경우, 87.8%가 한국어 교원 2급 자격, 9.8%가 1급 자격 취득자였으며, 나머지의 경우는 한
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연수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보다 보조
교재 제작 및 활용 방안, 교재 분석 및 평가, 제작과 같이 구체적이고 심화된 내용으로 구성되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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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L 교원과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원의 경우 대학 부설 기관 교원과 달리 음운론과 언어권별
발음 교육 방안에 관한 요구와 기존 한국어 교육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음. 이는 기관의 특성
상 대학 부설 기관과 달리 체계적으로 확정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기관의 교육과정에 맞는 교재가 제공되었
다거나 하는 등의 체계성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KSL 교원의 경우 교사 발화법, 학습자의 오류 분석 및 피드백 방식,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를 위한 교실 수업 운영
방안, 수업 개선 연구 등 수업 성찰 영역의 모든 세부 과목에 대한 요구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매우 높았고, 통계
적으로도 유의미하였음. KSL 교원의 경우 한국어 교육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교원이 수업을 담당하거나, 아동
및 청소년 학생의 발달 심리 및 이해가 부족한 한국어 교원이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수업 운영에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정해진 교육과정이 없고 교원 스스로 교육과정을 계획해야 하는 실정임을 호소함. 이는 설문 조
사 응답자인 23명의 KSL 교원 중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교원이 11명이나 되며 이들 교사들은 대부
분 초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만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또 다른 어려움으로는 KSL 교원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아 교원 간의 정보 교류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
적하고 있음. 따라서 KSL 교원이 자신이 하는 수업에 대한 전문가의 피드백 및 동료 교원 간의 정보 교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됨.

￭ 소속 기관별 한국어 교원의 요구가 상이하다는 것은 이들을 위한 재교육 내용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함.
― 가령, KSL 교원은 ‘교사 발화법’(F=3.27, p=.041), ‘학습자 오류 분석 및 피드백 방식’(F=4.74, p=.010), ‘다양한 유
형의 학습자를 위한 교실 수업 운영 방안’(F=3.48, p=.034), ‘수업 행동 분석의 기초와 실제’(F=3.22, p=.043) 등
수업 성찰 영역의 항목이 대학 부설 기관 교원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원에 비해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높았음.

￭ 그밖에 기타 의견으로도 경력이 많은 교원의 수업 참관, 수업 컨설팅의 요구가 있었음을 주목해야 함.

○ 교원의 경력에 따라 교육 기관에서 요구하는 능력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신임 교원, 5년 이상 경력 교
원, 10년 이상의 교원 등으로 나누어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5년 이상의 경력 교원의 경우, 당사자는 물론 전문가 인터뷰의 결과, 신입 교원 지도와 멘토링, 수업 성찰 및 컨설
팅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언어지식(국어학)이나 기능 교육에 관련한 교수 내용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
었다는 것, 5년 이상의 고경력 교원의 경우에도 수업 성찰 및 컨설팅’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것 또
한 재교육 내용 구성에서 주목하여야 하는 결과임.

3. 연구 현황과 과제
○ 본고에서는 2000년대 이후, 국내 학회 및 기관 발행 학술지를 대상으로 RISS 검색을 통해국내 한국어 교육 분야에
서의 재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63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1). 전반적인 재교육 관련 성과 분석을 위하여, ‘재교육’,
교원 양성’ 등 교원 교육 관련 주요 핵심어는 물론, 교원 대상 재교육의 필요성 및 교사로의 진입 단계 이전의 교
1) 분석 대상인 63편의 서지 정보는 지면의 한계로 참고문헌에 싣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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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현황까지를 아우를 수 있도록 ‘교사 자질’, ‘교사 평가’ 등을 검색어에 포함시켰음. 또한 한국어 교원이 자기 성
찰 과정을 통해 좋은 수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
가 필수적이므로 ‘수업 설계’, ‘수업 관찰’, ‘수업 컨설팅’, ‘수업 분석’ 등의 주제어를 아울러 검색함.
○ 연구 대상의 소속 기관별 구분과 연구 주제별 현황을 보이면 다음과 같음.

<표 1> 연구 대상의 소속 기관별 구분
구분

국내

편수

비율

일반(기관 특정하지 않음)

20

32%

대학 부설 기관

16

25%

다문화

7

11%

KSL

2

3%

일반

4

6%

대학

5

8%

정규학교, 한글학교

4

6%

국내외 일반

5

8%

합계

63

100%

해외

<표 2> 연구 주제별 현황
구분

편수

비율

교원 재교육

19

30%

예비 교원 양성

17

27%

교사 효능감

9

14%

교사 자질 및 평가

10

16%

수업 설계, 관찰 및 컨설팅

8

13%

합계

63

100%

3.1. 재교육
<표 3> 재교육 관련 세부 연구 현황
구분

국내

해외

국내외 일반

합계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요구분석

9

82%

1

25%

1

25%

11

58%

사례 연구

2

18%

3

75%

0

0%

5

26%

현황과 과제

0

0%

0

0%

3

75%

3

16%

합계

11

100%

4

100%

4

100%

1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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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재교육 관련 주제별 연구 방법
구분

조사 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

합계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요구분석

10

77%

0

0%

0

0%

10

53%

사례 연구

3

23%

3

100%

0

0%

6

32%

현황과 과제

0

0%

0

0%

3

100%

3

16%

합계

13

100%

3

100%

3

0%

19

100%

― 교원 재교육 관련 연구는 국내 한국어 교원 대상 연수 과정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교원을 대상으로 요구조사
(이해영, 2016; 2017a; 2017b)를 실시하거나, 사례 조사(최은규, 안경화, 2003; 이정희, 김중섭, 2006; 원진숙, 이
세연, 2013; 최은규, 2013; 오경숙, 2017)를 실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룸. 따라서 연구 방법도 주로 요구분석과 사
례 연구에 집중함.

3.2. 양성
<표 5> 양성 관련 세부 연구 현황
국내

구분

해외

합계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현황과 과제

8

67%

0

0%

8

47%

사례 연구

3

25%

4

80%

7

41%

교사 인식

1

8%

1

20%

2

12%

합계

12

100%

5

100%

17

100%

<표 6> 양성 관련 주제별 연구 방법
구분

조사 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

합계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현황과 과제

0

0%

0

0%

8

100%

8

47%

사례 연구

0

0%

7

100%

0

0%

7

41%

교사 인식

2

100%

0

0%

0

0%

2

12%

합계

2

100%

7

100%

8

100%

17

100%

― 교원 양성에 대한 연구는 교원 재교육 연구가 요구분석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현황 조사를 토대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거나(송향근, 2009; 김선정, 2010; 김민수, 2015 등) 교원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에 대한 사례
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진정란, 2011; 2014, 전나영, 2014; 김수현, 2018)가 주를 이룸. 많은 비중을 차지한 현황과
과제를 제안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현행 교원 양성 프로그램이나 교원 자격에 대한 문헌 조사로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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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교사 효능감
<표 7> 교사 효능감 관련 세부 연구 현황
국내

구분

해외

합계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인식 연구

6

75%

1

100%

7

78%

도구 개발

1

13%

0

0%

1

11%

사례 연구

1

13%

0

0%

1

11%

합계

8

100%

1

100%

9

100%

<표 8> 교사 효능감 관련 주제별 연구 방법
조사 연구

구분

질적 연구

양적 연구

문헌 연구

합계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인식 연구

2

100%

0

0%

5

100%

0

0%

7

78%

도구 개발

0

0%

0

0%

0

0%

1

100%

1

11%

사례 연구

0

0%

1

100%

0

0%

0

0%

1

11%

합계

2

100%

1

100%

5

100%

1

100%

9

100%

― 교사 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국내 대학 부설 연구 기관의 교원들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안정민, 김재욱,
2011; 이인혜, 2014; 강소산, 2015; 김상수, 2018)에 집중되어 왔음. 그밖에 교사 효능감 측정을 위한 도구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거나(목계연, 2015) 다문화 교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의 사례를 제시하
고 있는 사례 연구(이성희, 2013) 등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음. 후자의 경우, 연구 결과는 교원 재교육과 관련됨. 또
한 교사 효능감과 관련된 연구 중 교사 인식 연구는 효능감과 특정 변인의 상관관계 이해를 위해 대부분 양적 연
구로 수행되었다는 점이 주목됨(안정민, 김재욱, 2011; 이인혜, 2014; 김상수, 2018; 목계연, 2015; 이성희, 2013).

3.4. 교사 자질 및 평가
<표 9> 교사 자질 및 평가 관련 세부 연구 현황
구분

국내

해외

합계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교사 인식

3

43%

1

33%

4

40%

학습자 인식

0

0%

1

33%

1

10%

교사, 학습자 인식

0

0%

1

33%

1

10%

도구 개발

2

29%

0

0%

2

20%

현황과 과제

2

29%

0

0%

2

20%

합계

7

100%

3

100%

1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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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교사 자질 및 평가 관련 주제별 연구 방법
구분

조사 연구

양적 연구

문헌 연구

합계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교사 인식

2

50%

1

25%

1

50%

4

40%

학습자 인식

0

0%

1

25%

0

0%

1

10%

교사, 학습자 인식

0

0%

1

25%

0

0%

1

10%

도구 개발

0

0%

1

25%

1

50%

2

20%

현황과 과제

2

50%

0

0%

0

0%

2

20%

합계

4

100%

4

100%

2

100%

10

100%

― 한국어 교원의 자질 및 교원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는 국내 연구는 교사 평가에 대한 교사 인식에 대한 연구(안
경화, 2011; 안정민, 2018)와 교사 자질 가운데 하나로 문화 지능을 다루고 있는 문영하(2019)가 있음. 특히, 문영
하(2019)는 학생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 교원의 문화지능을 향상시켜야 함을 주장, 이를 위한 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연구

3.5. 수업 설계, 관찰 및 컨설팅
<표 11> 수업 설계, 관찰 및 수업 컨설팅 관련 세부 연구 현황
국내

구분

국내외

합계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사례 연구

6

86%

0

0%

6

75%

교사 인식

0

0%

1

100%

1

13%

현황과 과제

1

14%

0

0%

1

13%

합계

7

100%

1

100%

8

100%

<표 12> 수업 설계, 관찰 및 컨설팅 관련 주제별 연구 방법
구분

조사 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

합계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사례 연구

0

0%

6

100%

0

0%

6

75%

교사 인식

1

100%

0

0%

0

0%

1

13%

현황과 과제

0

0%

0

0%

1

100%

1

13%

합계

1

100%

6

100%

1

100%

8

100%

― 한국어 교육에서 수업 컨설팅 개념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로 송현정(2015)에서는 한국어 수업을 관찰 및
분석하여 이를 교수자, 학습자, 환경 요인의 측면에서 교수 방법, 교수 발문, 교수 태도, 학습자 특성, 학습 동기,
수업 참여, 수업 환경, 매체 및 자료 등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사례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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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명시적으로 수업 컨설팅 개념 도입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으나, 학습자의 수업 관찰을 통한 수업의
질적 제고(이수미, 2012), 문법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한 교사 교육 제안(박지순, 2016), Nvivo 11를 활용하여 교사들
의 수업 설계 실태를 파악하고 한국어 수업 설계와 관련된 교사 교육의 질적 개선(김상수, 이민경, 2018)을 논의한
연구들도 궁극적으로는 수업 관찰을 통한 수업 개선과 교사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었음.

○ 위에서 교원들의 요구분석과 재교육 관련 연구 현황을 살펴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교원들은 수업 성찰 및 컨설팅’
에 대한 교육이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수업 컨설팅 관련 연구는 많지 않아, 수업 컨설
팅이 실시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4. 재교육으로서 전문 교원 연수와 전문 연구자 연수
4.1. 전문 교원 연수
○ 많은 연구들에서 교사의 효능감이 경력 1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거나 쇠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
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방성원(2016: 94)에서는 “한국어 교육 활동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난 교사들에게 교
사 효능감 유지를 위한 재교육 또는 새로운 역할 도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한 바 있음(이해영 외(2016) 재인
용).

○ 국립국어원과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가 공동 개최하는 한국어 교원 공동연수회에서는 경력 교원을 위한 다음
과 같은 연수를 시행했으나 경력 교원의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표 13> 5년 이상 경력 교원 대상의 연수 내용(이해영 외, 2017: 386)

○ 특히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교원 연수에서는 위의 <표 13>의 강좌 내용보다는 ‘교육과정, 교재, 평가’와
‘수업 성찰 및 컨설팅’, ‘교원의 기본 소양’ 영역에 대한 요구가 높이 나타났는데(이해영 외, 2016), 이는 교육 현장
을 이끌어가는 교원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로 볼 수 있음. 이해영 외(2016)에서 실시한 서면 인터뷰 결과
를 보면, 한국어교원에 대해서도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 있는 교사들이 질 높은 경험을 확산시키고, 종합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른 언어 교육에서의 고경력 교원 재교육과 관련된 연수 내용은 이와 같은 고경력 한국어교원 요구와 일치하는 내
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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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타 외국어 교육에서의 고경력 교원에 대한 연수(이해영 외, 2017: 387)

○ 국립국어원에서 2017년 이후 실시하는 대학 전문 교원 연수(국내 배움이음터)에서는 이해영 외(2016) 정책 연구 결
과 보고를 반영, ‘한국어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교사 관리와 교사 교육, 교사 연수 및 교사를 위한 멘토링’ 등
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 고경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

○ 고경력의 교원을 포함한 한국어 교원들은 언어 지식 이외에 학생 상담, 수업 외의 활동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
였음. 특히 고경력의 교원들은 문화 적응과 수업 적응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책무를 맡으므로 상담 심리
와 같은 부가적인 교육도 필요로 함. 그리고 수업 외 활동에 포함되는 언어 이외의 문화적, 교육적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재교육이 필요로 함.

4.2. 전문 연구자 연수
○ 해외의 한국어 교원, 특히 대학에서 강의하는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 연수 또한 요구됨. 해외 외국인 한국
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립국어원의 2018, 2019년 국외 한국어 전문가 배움이음터의 요구분석 결과를 보면,
연수 참가자들은 언어 지식, 교수법 등의 기초적 학습 내용은 물론, 문화와 문학 이론 학습과 교실 적용, 교육 자료
개발을 위한 저작 도구 활용 실습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학습 내용에 높음 관심과 만족도를 보임.

○ ‘국외 한국어 전문가 대상 배움이음터’의 ‘지도교수 세미나’, ‘교육 자료 개발’은 단순 강의 수강을 넘어서 1:1 밀착
관리, 전문가의 직접 개입 지도를 포함하고 있음. 수업 컨설팅을 “컨설턴트와 컨설턴티가 수업에 대한 공동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좋은 수업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 경험, 정보를 공유하고 수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총체적인 과정(천호성(2009), 송현정(2015) 재인용)이라고 할 때 ‘국외 한국어 전문가 대상 배움이음
터’의 지도교수 세미나는 일종의 수업 컨설팅 방식이 적용된 재교육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국외 한국어 전문가의 경우에도 필요한 수업 컨설팅을 재교육 연수에 포함할 경우, 직접적 수업 관찰을 바
탕으로 한 수업 컨설팅보다 비디오 녹화와 상담이 주를 이루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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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한국어 교원은 소속, 경력, 근무 환경 등이 다양하고, 이는 다양한 재교육의 필요성으로 연결된다. 전문성과 경력에 따
라 언어 지식과 교수법 학습에 국한되지 않고, 구체적인 교실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내용이 재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한국어 교원은 재교육에 수업 컨설팅과 같은 교실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기를 원하고, 신입
교원을 지도하게 되는 고경력 교원들은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기를 원한다. 아울러 국외 한국어 전문
가는 또 다른 전문 영역에 대한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데, 이들을 위한 새로운 재교육 수행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이들 역시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상담과 컨설팅이 포함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공공
적 성격의 재교육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된 정보들은 한국어 교원 간에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재교육 관련 객
관적 실험적 연구가 활성화되어 그 결과가 현장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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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토론 I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에서의 신규 강사 대상 수업 컨설팅 사례와 향후 방향
김민애(서울대학교)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에서는 자체 교육 과정 및 수업 운영 방법, 공통 교육 자료 등을 전체 강사가 공유하여 교육
과정 운영과 수업의 일관성을 관리한다. 토론자의 소속 기관에서는 신규 강사가 선발되면 기관의 교육 시스템 안에 가능
한 한 빨리,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규 강사 연수를 실시했다. 기관 고유의 교육 방식 적응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신규 강사가 경력 강사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연수 과정에 참여했다. 신규 강사를 위한 수업 컨설팅은 이런 연수 과정 중
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신규강사의 수업 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우선 신규 강사에게 수업 참관이 있음을 알린다. 수업 참관
일이나 학급은 각 급 팀장과 신규 강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신규 강사는 수업 참관일 전에 교안을 급 팀장에게 제출하고
간단한 피드백을 받는다. 미리 협의한 날짜의 수업을 참관한다. 간혹 수업을 촬영하는 것으로 수업 참관을 대체하기도 한
다. 컨설턴트 역할을 맡은 강사가 이 수업을 분석한다. 분석 후 신규 강사를 만나 수업 분석 결과를 전달하고 개선점 및
개선 방법에 대해 논의한 후 2차 수업 참관 날짜를 정한다. 2차 수업 참관에서는 수업이 개선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수
업을 분석한다.
컨설턴트는 주로 각 급 팀장이나 대우교수가 맡으며 때에 따라 수업 평가가 우수한 급 내 경력 강사가 맡기도 한다.
각 급 팀장은 급 운영 전반에 걸친 책임자이기 때문에 급별 수업 및 학습자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팀장으로
서 팀원 강사의 수업 진행 상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맡고 있다 따라서 신규 강사가 각 급에서 잘
적응하도록 돕는 데 가장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팀장으로 급을 관리한 경험이 많은 대우교수들도 컨설턴트 업무를 맡
는다. 또한 업무 배정 상황이나 일정 등을 고려하여 경력 강사가 수업을 참관하고 분석하기도 한다.
수업 분석은 수업 운영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특히 교사 언어, 교재 및 보조 자료 활용 방식, 학습자와의 상호 작
용 양상, 피드백 방식, 교실 환경 활용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교사 언어는 교사 발화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관찰하
기 때문에 교사 발화의 속도나 발음 등 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수업 내용 그 자체가 되는, 교사가 사용한 단어나 문장
의 의미와 형태, 담화 구조 등에 대해 관찰하고 분석하게 된다. 교재 및 보조 자료는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도록 제
작되었으므로 자료 활용에 있어 강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부분이나 수업 흐름 속에서 강
조되어야 하는 부분, 교재 각 부분별로 수업에서 주의해야 할 점, 오랜 시간 축적되고 합의된 효과적인 예시 내용이나 예
시 방법 등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밀하게 설계되거나 합의된 자료의 의도를 파악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
국어 교육기관의 수업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신규 강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신규 강사의 수업에서 학습자와의 상호 작용 양상을 분석할 때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상호 작용
양상 외에도 기관 내 각 급별, 학기별, 학급별, 문화권별, 언어권별 학습자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작용을 하
고 있는지가 수업 분석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피드백의 경우는 피드백의 시기나 양, 피드백 방식등의 적절성에 대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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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강사들이 공유하고 있는 바와 크게 다른 점은 없는지를 파악하는 데 분석의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실 환경 활
용 방식 역시 기관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교실의 공간, 가구, 기자재 등을 활용하는
나름의 방식이 수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신규 강사도 실제 수업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
고 익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규 강사는 선발 과정을 통해 우수한 수업 운영 능력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강사 연수 과정에서 이
루어지는 수업 컨설팅은 신규 강사 수업 그 자체보다는 기관의 필요성에 의해 기관 내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을 공
유하여 순조롭게 수업 운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수업 컨설팅
은 신규 강사나 기관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렇게 양측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업 컨설팅의 일련의 과정이 양측 모두에게 큰 부담
인 것도 사실이다. 기관에서는 예산 편성이나 인력 투입의 부담이 있고 신규 강사 입장에서는 수업 참관 및 분석 과정을
또 다른 평가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강사의 수업 컨설팅을 보다 자발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
음의 과제들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업 컨설팅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관련자들이 공유해야 한다. 둘째,
기관에서 맡아 줘야 할 지원책에 대해 논의하고 실행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 셋째, 신규 강사가 수업 컨설팅 과정에 능
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주고 제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업 컨설팅이 보다 더 전문적이고 본격
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수업 컨설팅에 필요한 인력, 시기, 방식 등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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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토론 Ⅱ

한국어 수업 컨설팅에서의 쟁점과 과제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경력교사 수업 컨설팅을 중심으로김은정(한국외국어대학교)

1.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경력교사 재교육 현황1)
○ 2000년대 이후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증가와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의 실
시에 따라 현재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경력교사와 1급 교원 자격을 소지한 경력 10년 이상의 한국어 교사들이 많아졌으
나 기관별 경력교사에 대한 재교육은 연 1~4회 정도 진행되는 기관 자체 워크숍이 대부분인 상황임.
○ 국내 한국어교육기관 워크숍 재교육 현황
- 전국 15개 기관의 워크숍 운영 현황 조사 결과(서울 9개 기관, 충청 1개 기관, 경상 3개 기관, 전라 2개 기관)
- 대학 부설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 연수는 연 1~2회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1회 워크숍
시간은 2~3시간이 가장 많음.
- 워크숍의 형식은 교원의 연구 발표 형식으로만 운영하거나 교원의 연구발표와 외부 특강을 병행하는 형식이 많음.
- 기관 내 교원의 연구 발표는 기관만의 특징이 반영된 교수법, 평가방안, 교육자료 개발 및 활용 등에 대한 주제가
큰 비중을 차지함.
- 외부 특강 주제로는 외국어 교수법과 관련된 주제가 가장 많고, 이외 주로 기관의 현안과 관련된 주제나 교원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주제를 선정함.
○ 경력교사 대상 역량 계발 요구 조사 결과
- 5년 이상 경력교원 대상 요구 조사 결과 재교육 영역은 1)중․ 고급 문법에 대한 내용 지식 및 교수 방법 2)학습자
문화권을 고려한 상호작용 3)문화 체험 교육과정 개발 4)수업 모형 개발, 교재 개발 역량 5)수업 성찰 역량 능력 6)
조직 관리 능력 7)교사 효능감, 수업에 대한 열정 등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 다루지 않은 영역 계발의 요구가 높았
음.
- 10년 이상 경력교원 대상 요구 조사 결과 1)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교재 활용 및 개발, 한국어 평가 2)수업 성찰
및 컨설팅에 대한 교육 3)실용적 교실 기법, 학급 경영과 학생 지도에 대한 재교육 4)교원의 기본 소양 교육을 통한
교육 환경 변화 및 교원정책의 이해 등의 영역에서 재교육의 필요성이 높았음.

1) 이해영 외(2016), 국내 한국어 교원 재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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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교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재교육의 부재로 경력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가 교사 개인의 부담으로 남게
되고, 풍부한 교육 경험에도 불구하고 경력교사와 신입교사의 큰 변별점을 찾기 어려움.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교
사 역량(교수 방법, 교육자료 개발, 평가 방법 개발 등) 외 학습지도와 상담, 수업 성찰, 학생 관리와 교실 운영법 등의
영역에서 경력교사의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함.

2.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경력교사 수업 컨설팅의 필요성
○ 교사의 효능감이 경력 1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거나 쇠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많은 연구들
에서 교사의 발달 단계 중 하나로서, 성숙 또는 원숙 단계 이후 ‘안정 및 침체의 단계’를 거칠 수 있음을 설정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어 교육 활동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난 교사들에게 교사 효능감 유지를 위한 재교육 또는 새로운 역할 도전
이 필요하고, 수업 컨설팅이 경력교사의 재교육 방법이 될 수 있음.

○ 교사의 효능감 침체기의 교사들의 경우 학습자들의 수업만족도가 낮은 경우가 발생하고, 낮은 만족도의 원인이 교
수능력, 교수방법이 아닌 교수 태도, 학습자 특성의 수용 여부, 학습 동기의 유도 방식, 학습자와의 상호 작용 방식 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교사 본인이 자신의 수업을 교수자, 학습자, 환경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수
업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나아가 교사의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교사에게만 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인식되나 변화에 도전하
는 교사의 새로운 수업 역시 수업 컨설팅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 즉 수업 컨설팅은 교사 역량 측정의 객
관적인 지표로 활용 가능함.

○ 수업 컨설팅이 필요한 교사
변화에 도전하는 교사
* 교재와 수업방식을 연구하는 교사
*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는 교사
* 수업을 개선하고 싶은 교사
*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은 교사
* 전문서적을 읽으며 그 내용을 실천하는 교사
* 문제의 핵심을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교사

변화를 두려워하는 교사
* 경험에만 의존하는 교사
* 수업능력이 부족한 교사
* 가르치는 시간이 늘 힘든 교사
* 자기 스스로를 최고로 여기는 교사
* 교수방법에 대해 관심이 없는 교사
* 자료 제작 및 제공에 관심이 없는 교사

○ 수업 컨설팅은 강의 중심 교사연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수업의 실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용적인 접근방법
으로, 수업 컨설팅에서는 수업 전문가가 교수자들의 수업 현장을 방문하여 수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문제해결 방법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음. 특히 수업을 분석하고 문제를 진단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도
출하는 과정이 교수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수업컨설턴트가 학교를 떠난 다음에도 교수자 스스로 자신의 수
업을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함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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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컨설팅의 효과성
- 교수자의 수업 능력 개선에 효과적임.
- 교수자들이 미래에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제공함.
- 교수자들의 만족감, 새로운 전략의 습득과 실행 능력이 증가함.
- 교수자의 수업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옴
- 수업 컨설팅 과정을 통해 협력적 동료 관계 형성하게 됨.

3.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 경력교사 수업 컨설팅의 과제
○ 고경력 교사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통해 인지적, 행동적, 정의적 차원의 전문성 요소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갖춘 자
들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들의 경험이 발전적으로 승화된다면 현장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분야를 모두 포함한 한국어 교
육 전반에 긍정적인 환류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따라서 교육 경험이 풍부한 고경력 교사들을
재교육을 통하여 수업 컨설턴트로 육성함.

○ 수업 관찰의 틀 마련
- 교수 방법: 학습자를 고려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가?
- 교수 발문: 교수자의 발문이 학습에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발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 교수 태도: 교수자의 태도에 안정감과 자신감이 있어 내용 전달이 확실하며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흡입력이
있는가?
- 학습자 특성: 교수자는 학습자 수준과 상황 등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학습자는 특성에 맞는 학습 과정을 거치는
가?
- 학습 동기: 학습자는 학습 목적에 따른 학습 동기를 스스로 인지하고,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
는가?
- 수업 참여: 학습자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들 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가?
- 수업 환경: 수업에 요구되는 공간의 물리적 환경, 정서적 분위기 등이 갖추어져 있는가?
- 매체 및 자료: 매체와 자료가 적절하고 능숙하게 사용되며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가?

○ 현재 개발된 타 교육과정 수업 컨설팅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수업 현장에 최적화된 컨설팅 모형과 정교한 수업
컨설팅 기법의 연구가 필요함.

○ 수업 컨설팅과 관련된 전문 연수를 통해 현장교육 전문가(수석교사)를 육성하여 수업 및 교사 지도를 담당하도록
함. 이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한국어교육의 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음.

○ 수업 컨설팅의 최종 목표는 교사 모두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업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수업 컨설팅에 대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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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인식 변화가 시급함.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해 자신의 수업을 성찰해 보고 타인의 수업과 비
교해보면서 같은 수업의 질과 양을 측정한 결과 어떤 수업 기술이 더 효율적이고 학습의 효과가 더 큰지를 배워야 함.
즉, 본인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신보다 나은 타인의 방법을 빌려 현재의 상태보다 발전적인
미래로 변화될 수 있음을 깨닫고, 좋은 수업은 교사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교사 공동체의 집단적 협력과 책임의 산물
임을 인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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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토론 Ⅲ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교육에서의 수업 컨설팅
이미향(영남대학교)

1.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교육에서 수업 컨설팅의 실태
◯ 교사와 수업의 질 관리에 대한 관점의 변화
• 교사 교육의 핵심 개념이 바뀌었다. 행정가의 필요에 의해 시행된 ‘장학’과 달리, 현재는 교사 자신이 수업 역량 강
화를 목적으로 자기 수업 성찰을 지향한다.
• 교원의 수업 성찰은 지속성이 있을 때 유익하며, 나아가 수업 개선으로 실천될 때 의미가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동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요청된다.
• 그러나 ‘학교 컨설팅, 수업 장학, 학습 컨설팅, 교육 컨설팅’ 등 여러 용어가 혼재하고 있다. 그러한 양상만큼 유사
한 개념이 혼재하고 있고 개념이 불명료한 상황이다. 이런 불명확성이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 교원을 위한 수업
컨설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교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교육 기회 제공
•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의 학습자는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 및 이민자를 지칭한다.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새
터민, 중도입국자녀인 한국어(KSL) 학습자 등이 이에 속한다. 이 학습자군은 각각 한국어 학습 목적뿐만 아니라 학
습 특성도 다르다. 이에 각 학습자군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재로 체계적인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 교원에게는 다문화 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이 학습자군은 일반 교육학 지
식이나 한국어 교육 지식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다. 또한 이 학습자들은 한국 사회 구성원이
므로,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 이런 특수성과 중요성에 따라,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 차원(주관 기관: 국립국어원)의 교사
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원 재교육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기획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 학습자군별 재교육 기회의 실제
• 이 교육은 학습자군별로 특화하여, 대상자별 교원의 요구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마련되고 시행된다.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 교원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은 교재 기반 한국어 교수 방안과 이민 정책의 이해
(2013), 실제 수업 사례 바탕의 한국어 교수 방안(2014), 언어권별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실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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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언어권별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실 운영 방안(2015), 한국어 교육 내용 설계와 자료 개발
(2016-1), 한국어 문법 교수 지식과 방법(2016-2), 한국어교육 평가의 이해와 실제(2017)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교재 기반 한국어 교수 방안 및 언어권별 학습자 특
징 이해(2013), 한국어 쓰기‧발음‧문화 교육 방법론(2014), 한국어 문법 교육 이론 및 실제(2015), 학습자 중간언어
와 효과적 피드백(2016), 읽기 교수의 이해와 실제(2017)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 KSL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원 연수는 초장기에는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원 중 해당 업무 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다
가, 2017년에 이르러 한국어 교실에서 중도입국자녀를 가르치는 ‘한국어(KSL) 교육 담당 한국어 강사’를 연수의 대
상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연수 주제로는 한국어(KSL)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안, 교재 활용에 대한 이해와 활용법
등이 있다.

2. 다문화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에서 수업 컨설팅의 문제점
◯ 수업 컨설팅의 주요 개념에 비추어 현재 마련된 프로그램을 보면 컨설팅으로서의 관점 부재, 대상자와 목적에 대한
재인식, 제도상의 지원 미비, 전문가 부재 등의 문제가 확인된다.

• 관점의 문제
수업 컨설팅은 수업 담당자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는 것으로, 수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처방할 기회를 얻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교사재교육이 수업 장학이나 코칭에 머물고 있어, 교사의 수업 기술이나 수업 능력 개선을 보려
고 하는 관점이 주류이다. 실제로 연수 프로그램에 보수교육이라는 명칭이 쓰이기도 하고,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원들 또한 ‘성찰’보다는 보수교육, 재교육 등의 ‘보충’ 개념에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

• 대상자와 목적에 대한 인식 문제
교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교사 요인만이 아니다. 학습자 변인(동기, 학습자 간 관계 등), 학습 문화와
학교 문화 등 복합적인 사실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도 수업 컨설팅은 ‘학습 증진, 학습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므로 학습자를 배제하고 논의할 수 없다. 결국 살피는 대상이 교사일지라도 논의의 대상은 학습자와 관계된 것이므로,
본 과정의 특수성을 말하려면 프로그램 설계에서부터 학습자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본 과정의 학습자는 주로 성인 이민자로서 자녀 교육을 비롯하여 거주와 생계의 문제를 책임지는 이들이다. 이런 다양
하고 특수한 학습 환경에서 유발되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한국형 사회통합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문
제를 논의할 대상으로 두지 않는다. 해당 연수는 주제 선정과 분임 활동 등을 정할 때부터 교원에 대한 요구 조사와 이
에 따른 조력이 중심이 된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수업 컨설팅의 본질이나 목적과 달리 교원이 주인공으로 부각되었던
점을 알려 준다.

• 제도상의 지원 미비
수업 컨설팅과 관련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들의 학습 증진을 위해서는 교사, 학습자, 학습 환경, 조직문화 등 체
제 요소들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학습상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이 교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 요소들 간의 결합적 오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원들이 그러한 문제를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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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기관의 의지와 노력이 개입될 여력이 매우 불투명하다. 심지어 교원들이 학습 환경 개선이나 조직문화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전문가 부재
컨설팅이란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이은혜‧박인
우(2017:115)에 따르면 수업컨설팅이란 학습자의 학습 증진을 위해 체제적으로 수업을 개선하는 수업 전문가와 교수자의
수평적 협력 활동이므로 유능한 컨설턴트가 필요하다. 컨설턴트는 수업 능력이 검증된 수석교사, 경력교사, 수업 전문가
를 의미하며, 수업 컨설팅은 이들의 참여, 조언, 협력, 지원이 함께 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교육에
서는 언어교육기관과 달리 이러한 전문가가 기관끼리 공유되지 않고, 전체적인 수도 매우 부족하다.

3. 다문화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에서 수업 컨설팅의 개선 방향
◯ 학습 증진의 측면에서 교원이 수업을 성찰하고 진단과 처방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관점과 인식의 변화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원은 다른 교육기관의 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편이다. 그것은 이민자 교실 현장
이라는 특수한 요구에서 따른 것이나, 이러한 영향으로 교원 교육이 장학이나 코칭의 개념에 머물러 있는 원인이 되었다.
우선, 감시나 감독으로서가 아닌 수업 성찰의 기회가 교원들에게 용이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주민 학습자
가 강의자의 장점을 독려하고, 자신이 강의를 이해한 정도와 강의자에게 부탁하는 말을 담아 전하는 강의중간평가를 실시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성인인 학습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습 환경 개선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손쉬운 방법
으로, 교원의 성찰과 학습자의 학습력 개선이라는 재인식 기회가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로써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교수 학습 개선 방안을 독려할 수 있다.

• 제도적 지원 방안 모색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원의 특수성은 다문화에 대한 다각적 이해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생활
복지 지원이 강한 이 분야의 현장에서는 학습자의 정서적 부분과 실제적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원 대상
상담교육이나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그 예이다. 초고령 학습자 대상 성인문해교실에서 학습 환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를 지원하는 것과 같이, 해당 학습자군의 특수성으로 인한 문제가 수업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문제를 찾고 함께 해
결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 전문가 확보와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
해당 교원은 시간 부족으로 인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다고 한다.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교육이 타
기관에 비해 주별 시수가 적은 연유로 교원이 다른 분야의 수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교사 간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기 어렵다. 특별 교육을 신청할 기회가 있어도 다른 수업이 중복되어 가지 못한다. 또한 전국구로 나눠 일
하는 교수자를 집합교육으로 한 곳에 모으는 교육상의 관행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과정에 투입되는
신규 교사들은 수업에 대한 막막함으로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 요구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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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의식 있는 교사들이 모여서 교육 경험을 나누거나 사례 발표를 자신의 수업에 맞춰보는
방식으로 수업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논의의 결과로 얻게 된 바가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 조언을 구할 곳을 호
소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 인력풀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교육이 비교적 늦게
시작된 분야이나, 1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은 누적된 교육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배출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구원회(2017), 수업컨설팅에서의 수업 운영 특성에 대한 분석, 인문학논총 43,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63-192쪽.
김호정 외(2017),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교원 연수회 개최, 국립국어원.
박수정‧송명현(2016), 대학 수업컨설팅 체제 분석 및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1, 한국콘텐츠학회, 116-127쪽.
심혜령 외(2017), 2017년 한국어(KSL) 교재 개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이은혜‧박인우(2017), 수업코칭, 수업장학, 수업컨설팅에 대한 개념적 분석, 교육과학연구 33권 1호, 105-135쪽.
이해영 외(2016), 국내 한국어 교원 재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주라헬, 최정임(2018), 대학 교수자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컨설팅 인식 분석, 교육과학연구 49-4,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
학연구소, 71-91쪽.
홍성연(2010), 대학 강의 개선을 위한 수업컨설팅 사례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1-3,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97-127쪽.

분과

1
수업 관찰과 수업 컨설팅 Ⅰ

사회 : 성지연(고려대학교)

54

한국어 수업 참관을 위한 수업 관찰 도구 개발 연구
김서형(경기대학교)⋅박선희(이화여자대학교)⋅장미라(경희사이버대학교)

1. 서론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 현장이 국내외로 확대되고 학습자나 학습 동기 등이 다양해지면서 교육 자료 개발과 교수법, 전
문성을 갖춘 교사 배양 등의 문제도 더불어 제기되어 왔다. 이 가운데 교사 전문성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이에 2017년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 교원 (비)학위 양성 과정의 ‘한국어 교육실습과목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수업 참관, 모의 수업 또는 교육 실습을 주요 골자로 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 내용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한국어 교원 양성을 위한 운영 요건으로 제시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습 과목
담당자의 지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론에 근거한 교육 실습 내용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 실습
과 관련된 주제, 즉 교육 현장에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수업 구성 및 운영 기술과 같은 교수 기법에 대한 연구는
다른 주제에 그리 활발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먼저, 200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주로 한국어 교사 인증을 위한 제도적 필요에 의해 교사 양성 (재)교육
프로그램(백봉자 외 2000, 2001, 조항록 2002, 2003, 강현화 2002, 최은규·안경화 2003 등), 한국어 교사의 위상 관련
논의(최주열 2008 등), 한국어 교사의 자질을 논의한 연구(김중섭, 2004, 민현식 2005, 강승혜 2010 등), 교사 교육을 위
한 한국어문화 교육 내용 지식 연구(김제열 2004, 김호정 2006, 양민애 2008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한국어
교사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교사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수업 실행에 필요한 교수 기법을 구체적으로 다
루지는 않았다.
이후 진대연(2009)에서는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한국어 수업 구성을 위한 항목(전반적 수업 구성, 교사의
수업 중 중점 영역, 수업 운영 방식)을 점검하여 교수 실태를 파악하고 수업 구성 능력 개발을 위한 접근법을 제안하였
다. 실제 한국어 수업 사례를 통해 수업 관찰/컨설팅 분석틀을 제시한 송현정(2015), Allen & Frohlich, Spada(1984)의
COLT프로그램을 한국어 교육에 적용해 K-COLT를 제안한 신효원(2006)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어 예비 교사를 위한 연구는 크게 교육 실습 과목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제기한 연구, 실습 과목의 교수 내용과
관련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의 운영 실태를 통해 문제점 및 예비 교원의 요구를 제시한 논의에
는 진정란(2014), 김유미(2009), 손상미(2010) 김종범(2012), 고경태(2014), 기준성(2015), 안주호(2015)가 있다. 이들은
실습 과목의 제도적 문제를 다루었기에 수업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교육 내용을 살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수업 계획안과 관련하여 김선정·허용(199), 한재영 외(2005), 장미라(2010)의 논의가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학습 지
도안 작성의 필요성과 방식, 지도안 형식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어 모의 수업 관찰 도구와 관련한 논의(이은경 2018,
민진영·최유하2018), 강의 참관과 모의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이윤진 2016, 기준성 2016), 모의 수업에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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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교사들의 수업 능력에 대한 논의(김지혜 2015)이 있다.
그런데 모의 수업에서의 관찰 항목, 수업 계획안 작성에 대한 지침, 참관 수업 실태 파악 및 요구 조사 등에 대한 논
의는 있으나 정작 예비 교사들이 교육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접할 수 있는 참관 수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거의 없
음을 알 수 있다. 참관 수업은 경력 교사들의 수업 내용 지도 방법,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방법, 교사 발화 특성, 판서와
같은 교수 행위, 교육 자료 활용 방법 등 수업 구성과 운영 능력을 (직간접) 현장에서 관찰하면서 이론을 확인하면서 이
해도를 점검할 수 있는 교수 능력 함양을 위한 유의미한 기회이다. 이런 점에서 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한 필수 내용에도
권고 사항으로 7-8시간 참관을 하게 되어 있다. 이은경·이윤진(2018)에서는 예비 교사들이 ‘아무 생각없이’이 참관을 하
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수업 참관에 대한 명시적 교육 내용과 참관 지표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예비 교사들을 위한 실습 과목의 교육 내용으로서 구체적인 참관 기준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연
구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예비·경력)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수업 관찰 도구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수업 관찰 내용을 검토하되, 한국어 교육만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 관찰 도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의 특성은 결국 교육 현장의 실제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경력 교사들에게 도출된 수업 관찰 도구 항목을 제시하고 수업 운영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교사들의 인식은 수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인 동시에(Brown 1990) 경험적 근거
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항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 참관 시 중요하게 관찰해야
할 대상을 잘 인지하고 있는지를 살펴, 이를 경력 교사와의 인식과 비교하여 실습 교육 내용으로서 참관 시 유의 사항과
관련된 기초 자료 등을 추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수업 관찰 도구는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의 교육 내용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예비 교사의 참관을 위한 수업 관찰 도구뿐만 아니라 경력 교사들의 수업
개선을 위한 수업 관찰 도구로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라 본다.

2. 수업 관찰 도구 관련 선행 연구 검토
수업 관찰(Class Observation)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필수적 활동으로 수업을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하는 제반 행위를 말한다(김정렬 2007). 수업 관찰은 수업 컨설팅·장학(Class Consulting)의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수업 컨설팅은 수업 장학의 측면에서 수업 컨설턴트가 수업 전문성 기준과 여러 자료에 기초해 교수 수행 수준
을 진단하여 조언과 처방을 주는 문제 해결력 지원 과정을 의미한다(이화진 외 2006). 즉, 관찰의 목적에 초점을 둔 개념
과 용어라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수업 실행을 위해서는 모의 수업을 위한 수업 운영이나 실제 수업 운영에서 중시되어야 할 항목에 차이가 있
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수업 분석의 목적에 초점을 둔 용어 선택보다는, 수업 현장을 경험하는 예비 교사의 참관
맥락, 모의 수업이나 수업 개선을 위한 동료 간 평가 맥락,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에서의 강사 훈련 맥락, 수습 교사를
위한 수업 관찰 맥락 등이 모두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관점에서
수업 관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교사 교육이나 훈련 과정 등에서 수업 전문 능력의 개발을 위한 목적으
로 이루어진 행위를 모두 일컫는 Ruth Wajnryb(1993)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외국어 교육에서 수업 관찰 도구 가운데 대표적인 논의로는 먼저 Flanders(1960)의 Flanders 상호작용분석법(Flanders
Interaction Analysis Categories), Moskowitz(1971)의 상호작용 분석(FLint 분석법, Foreign Language Interaction
Analysis System)이 있다. 이들은 교사와 학생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방법에 속한다. 둘째,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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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반적인 활동, 프로그램, 교재 등을 관찰하는 데에 사용하는 Fanselow(1977)의 FOCUS 분석법(Foci Observing
Communications Used in Settings), Ullman과 Geva(1982)의 TALOS 분석법(Target Language Observation Schem),
Allen & Frohlich, Spada(1984)의 COLT 분석법(Communicative Orientation of Language Teaching)’이 있다. 이 외에
도 수업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특정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찰할 때 그 대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한
분석 도구 ‘질의응답 분석법, 수업 분위기 분석법, 과업집중도 분석법, 언어 흐름 분석법, 이동 양식 분석법’이 있다(김정
렬 2007).
Fanselow(1977)의 FOCUS 분석법은 제공자와 수신자, 의사소통 행위, 매체, 사용, 내용의 5가지 의사소통상 특성을 기
준으로 한 수업 평가 도구여서 전체 수업 운영과 절차적 내용을 조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Ullman과 Geva(1982)의
TALOS 분석법은 언어 사용과 교수 행위를 중심으로 각 항목에 대해 매우 낮음 0점에서 매우 높음 4점까지 5개 척도를
제시하여 평가하는 방식인데, 각 항목에 대한 판단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아 결과 판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수업이 얼마나 과제 지향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수업에 나타난 여러 현상을 바탕으로 하여 수업 관찰자가 판단
하여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영어 수업 관찰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COLT 분석법은 의사소통 교실을 전제로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 교육에 적용한 신효원(2006)의 K-COLT는 수업 시간 내 발생하는 수업 활동, 참여 단위, 수
업 내용을 기록하는 A파트와 교사와 학습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특성을 기록하는 B파트로 구성된다. 이 관찰 도구는
교사의 피드백, 발문 전략 등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수업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 역시 본 연구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 기관의 주관의 최초 교사 교육 연구 수행 성
과인 백봉자 외(2000, 2001)와 수업 단계별 교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장미라(2010)을 바탕으로 수업 관찰 항목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수업 운영, 교수 학습 활동, 교사 자질 및 특성의 범주 하에 구체적인 수업 평가 내용
을 상세화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어 수업 실행은 ‘수업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계획 – 진행 – 평가’한다는 점
에서 수업 계획 단계에서 제시된 수업 구성안 역시 전체 수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수업 관찰을 위한예비 항목은 다음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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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한국어 수업 관찰 도구 예비 항목
범주
교사 언어 사용
(3)
교사 자질 및
특성
(3)

수업 운영
(9)

교수-학습 활동
(14)

세부 내용

출처

교사 언어를 등급에 맞게 잘 사용하는가?

백봉자(2001)

학습자 모어 또는 외국어(영어)의 매개 언어 사용이 적절한가?

TALOS(1982)

발음, 속도, 소리와 억양이 적절한가?

백봉자(2001)

표정(웃음, 시선)과 몸짓이 자연스러운가?

백봉자(2001)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백봉자(2001)

한국어 구사력이 뛰어나고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정확한가?

백봉자(2001)

수업의 목표가 분명하고 구체적인가?

백봉자(2001)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의 단계가 분명한가?

백봉자(2001)

교수-학습 활동이 단계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가?

백봉자(2001)

-도입, 상황맥락 도입의 내용이 학습 목표와 관련이 있는가?'

장미라(2010)

-제시, 의미 제시와 형태 제시가 분명한가?

장미라(2010)

-연습, 연습 활동의 다양화가 확보되었는가?

장미라(2010)

-활용, 과제에 대한 제시 설명이 명확한가?

장미라(2010)

수업 내의 돌발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는가?

백봉자(2001)

교사가 전반에 걸쳐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는가?

백봉자(2001)

전시 복습이 이루어졌는가?

백봉자(2001)

판서가 깨끗하고 칠판을 적절히 사용하는가?

백봉자(2001)

수업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기기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가?

개발

교사가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활동(개인, 짝, 그룹)을 진행하는가?

백봉자(2001)

교사가 시청각 자료를 잘 준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백봉자(2001)

교사의 개념 제시와 예가 적합한가?

백봉자(2001)

칭찬, 오류 수정,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가?

백봉자(2001)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백봉자(2001)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가?

백봉자(2001)

수업의 마무리가 잘 되었는가?

백봉자(2001)

다음 시간에 대한 소개와 숙제 등에 대한 제시가 분명한가?

장미라(2010)

수업에서 목표한 바가 학습자들에게 잘 학습되었는지 확인하는가?

장미라(2010)

주교재를 잘 사용하는가?

백봉자(2001)

수업용 부교재를 잘 사용하는가?

개발

그런데 위 관찰 항목들은 2개 이상의 범주에 속하거나 범주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학습자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교수 학습 활동인 동시에 수업 운영과도 관련이 있고, 교사가 수업에 임하는 열정 항목도 수업 운
영에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교수 자질이나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교사 훈련 교육의 대표 연구인
Crookes(2003)의 수업 관찰 대상에 따라 각 세부 항목을 재분류하였다. 이는 수업 내용(목표, 단계, 활동, 언어 환경, 교
재/부교재 활용, 교사 발화 등), 수업 운영(활동 지시, 기회 부여, 오류 수정, 학습자 반응 등), 교사 태도 및 특성(발음,
말의 속도, 억양, 복장, 표정, 매너, 시간 관리, 열정 등)이다.
세부 항목의 수정 및 보완 과정에서는 예비 교사들의 모의 수업 시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려하였다. 예비 교사들
은 ‘수업 내용을 숙지, 한국어에 대한 명확한 지식, 판서 계획, 명확한 활동 안내, 수업 목표를 고려한 교육 자료 활용,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교사 발화, 학습 효과를 고려한 교사 비언어적 행동, 학습자 참여 기회 제공, 수업 시간 준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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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족함을 드러낸다(김지혜 2015, 이은경·이윤진2018). 이런 실수는 예비 교사와 한국어 경력 교사와의 수업 운영에
서의 차이로서 교사 전문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정된 관찰 도구 항목에 대해 연구진들의

상호 교차를 통한 삼각검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1차 수업 관찰 도구를 마련하였다. 이어 관찰 도구 항목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1학기 이상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을 담당한 교수자로서 한국어 교육 경력 평균 10년 이상의 3인의 자문을
구해 다음 <표2>와 같이 최종적으로 수업 관찰 도구를 개발하였다.

<표2> 한국어 수업 관찰 도구
상위 범주

세부 항목 문항
1. 교사 발화를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에 맞게 잘 사용하는가?
2. 교사의 발음, 억양, 목소리의 크기, 발화 속도가 적절한가?

A. 교사의 자질 및
특성

3. 교사의 표정(웃음, 시선)과 몸짓이 자연스러운가?
4. 교사가 전체적으로 편안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5. 교사는 학습자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는가?
6. 교사는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는가?
1.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 활동 시 학습자를 독려하는가?
2. 교사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가?
3. 교사는 수업 내의 돌발 질문이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가?
4. 교사-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가?

B. 수업 운영

5. 교사는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 활동(개인, 짝, 그룹)을 진행하는가?
6. 교사가 피드백(칭찬, 오류 수정 등)을 적절하게 제공하는가?
7. 교사는 학습자들이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가?
8. 교사는 학습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가?
9. 교사는 수업 시간 관리를 잘하는가?
1. 수업의 목표가 분명하고 구체적인가?
2. 도입, 제시/설명, 연습, 활용, 마무리의 단계가 분명한가?
3. 교수-학습 활동이 단계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가?
4. 도입 단계에서 교사는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수업 시작부에 복습하는가?
5. 도입 단계에서 상황맥락 도입의 내용이 학습 목표와 관련이 있는가?
6. 제시/설명 단계에서 교사의 설명과 예시가 적절한가?
7. 연습 단계에서 연습 활동을 명확하게 지시하였는가?
8. 연습 활동이 적절한가?

C. 수업 내용

9. 활용 단계에서 과제에 대한 설명이 명확한가?
10. 과제 활동이 적절한가?
11. 수업의 마무리에서 적절한 평가 또는 확인을 하는가?
12. 교사는 수업의 각 단계에서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확인하는가?
13. 교사는 칠판의 판서를 학습자가 알아보기 좋게 그리고 어문 규정에 맞게 하는가?
14. 교사는 수업 목표에 맞게 교재나 부교재를 잘 활용하는가?
15. 교사는 교수 학습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가?
16. 교사가 어휘나 문법 용어 등을 설명하기 위해 메타언어를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은 적절하였는가?
17. 교사가 어휘나 문법 설명 등을 위해 학습자 모어나 제3의 언어를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이 적절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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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과 <표2>의 차이는 우선 <표1>의 ‘교사 언어 사용’과 ‘교사 자질 및 특성’을 ‘교사 자질 및 특성’으로 통합하였
고, ‘교사 언어 사용’ 항목 중 ‘수업 내용’과 관련한 항목은 <표2>의 C의 수업 내용 항목으로 이동(예 C. 17번)하였다.
‘교사의 자질 및 특성 범주’에서 새롭게 포함된 항목은 ‘A. 5번의 교사는 학습자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는
가?’이다.
‘수업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표1>의 ‘수업 운영 항목’ 중 수업 내용 전개 시 필요한 교수 행위는 모두 <표2>의 ‘C. 수
업 내용’으로 이동하였다. 수업 운영으로 새롭게 포함된 내용에는 ‘1.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 활동 시 학습자를 독려하는
가?, 2. 교사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가?, 8. 교사는 학습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
공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가?, 9. 교사는 수업 시간 관리를 잘하는가?’이다.
<표1>의 ‘교수-학습 활동’은 <표2>의 ‘B. 수업 운영 영역’의 5번, 6번, 7번으로, 나머지 항목은 ‘C. 수업 내용’으로 분
류되었다. <표2>에서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8. 연습 활동이 적절한가?, 10. 과제 활동이 적절한가?, 13. 교사는 칠판의
판서를 학습자가 알아보기 좋게 그리고 어문 규정에 맞게 하는가? 16. 교사가 어휘나 문법 용어 등을 설명하기 위해 메
타언어를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은 적절하였는가?’가 새롭게 편입되었다.
위 <표2>의 항목들은 또한 앞선 예비 수업 관찰 모델에서 제시된 항목들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은경
(2018)과 민진영·최유하(2018)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보이는 부분은 ‘교사의 자질 및 특성’에서 ‘4. 교사가 전체적으
로 편안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6. 교사는 열정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는가?’, ‘수업 내용’에서는 ‘3. 교수 학습 활
동이 단계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가?, 11. 수업의 마무리에서 적절한 평가 또는 확인을 하는가?, 12. 교사는 수업
의 각 단계에서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확인하는가?, 16. 교사가 어휘나 문법 용어 등을 설명하기 위해 메타언어를 사용하
였다면 그 사용은 적절하였는가?, 17. 교사가 어휘나 문법 용어 등을 설명하기 위해학습자 모어나 제3의 언어를 사용하
였다면 그 사용이 적절하였는가?’이다.
이상과 같이 한국어 수업 관찰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다음 <표3>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표3> 연구 절차
선행 연구 검토
⇓

1차 수업 관찰 도구 개발(1차 삼각 검증법: 연구진 내 상호교차 검색)
⇓

1차 개발 수업 관찰 도구 검증(2차 삼각 검증법: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 담당자로서 한국어
교육 경력 평균 10년 이상의 3인에게 자문)
⇓

수업 관찰 도구 수정
⇓

2차 수업 관찰 도구 개발
⇓

수업 구성 및 운영 요인별 중요도 인식 조사용 설문지 작성
(경력 교사, 예비 교사 대상 4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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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한국어 교육 경력 교사와 예비 교사들이 평상시 수업 관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들은 어떤 것인
가?

연구 문제 2. 한국어 교육 경력 교사와 예비 교사들이 ‘교사의 자질 및 특성’, ‘수업 운영’, ‘수업 내용’별로 세부 항목
을 제공받았을 때 그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총 51명의 경력 교사와 예비 교사로 구성된 한국어 교사들이었다. 경력 교사는 대학 교양한
국어 과정 또는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에 재직 중인 한국어 교육 경력 2년 이상의 남녀 교사들 32명이었다. 경력 교사의
평균 교육 경력은 6년(최소 2년 5개월~최대 13년 6개월)으로 참관수업의 평가자로 수업 관찰을 한 경험은 평균 7회(최
소 2회~최대 13회)였다. 예비 교사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남녀 19명으로 참관 수업
경험이 없는 이들로 참여자를 한정하였다.

3.2 인식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연구 도구는 구글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로 구현하였다. 연구 문제별로 수업 관찰에서 ‘교사의 자질
및 특성’, ‘수업 운영’,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들을 기술하도록 한 주관식(연구 문제 1) 문항과
‘교사의 자질 및 특성’, ‘수업 운영’, ‘수업 내용’별 세부 항목을 제시한 후 그 중요도 인식을 4간척도로 표시하도록 한 32
개 문항의 중요도 인식 조사 문항(연구 문제 2)으로 나누어 구성했다.
연구 참여자의 배경 정보로는 성별, 나이, 현재 재직 기관과 기관 내 직급(경력 교사), 한국어 교육 경력, 최종 학력,
전공, 수업 관찰이나 수업 평가 관련 강좌 강의 경력(경력 교사)이나 수강 경험(예비 교사), 수업 관찰 평가 수행 횟수 등
을 확인하였다.
중요도 인식 조사의 세부 항목들은 다음 <표4>와 같다. 상위 범주별로 세부 항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 조사 후에는 이
어서 제공된 하위 항목들 외에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주관식으로 기입하도록 했다.

<표4> 수업 관찰 관련 중요도 인식 조사 항목
1. 서술식 문항

1)한국어 수업 참관 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기타

2. 객관식 문항

교실 관찰 도구의 세부 항목별 중요도 선택(4간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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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 분석
본 연구 자료는 주관식 문항의 경우 응답 내용별로 그 빈도를 분석하였고, 중요도 인식 조사는 상위 범주별로 경력 교
사와 예비 교사의 인식 점수의 평균을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예비 교사와 경력 교사의 수업관찰 항목에 대한 평소 인식
수업 관찰에서 ‘교사의 자질 및 특성’, ‘수업 운영’, ‘수업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들을 기술하도록
한 주관식 문항은 32개 문항의 중요도 인식 조사 문항보다 먼저 답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제시된 문항에 비교적 영향
을 받지 않고 예비 교사와 경력 교사가 평소 생각하는 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관식 문항은 응답 수에 제한 없이 자
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예비 교사의 응답은 68회, 경력 교사의 응답은 총 93회 나타났다.

범주별로 예비 교사는

수업 관찰 시 ‘교사의 자질 및 특성’과 ‘수업 내용’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경력 교사는 ‘교사의 자질 및 특성’과
‘수업 운영’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범주별 중요도 인식 결과를 범주별 응답 수를 기준으로 정렬해 보면 다음과 같
다.

<표5> 예비 교사와 경력 교사의 수업 관찰 범주별 중요도 인식
선호도
1

예비 교사
교사의 자질 및 특성

N=68(100%)

선호도

24(35.3%)

경력 교사

N=95(100%)

교사의 자질 및 특성

34(35.8%)

수업 운영

34(35.8%)

1
2

수업 내용

23(33.8%)

3

수업 운영

16(23.5%)

2

수업 내용

27(28.4%)

4

기타1)

5(7.4%)

3

기타2)

2(2.1%)

예비 교사와 경력 교사 모두 ‘교사의 자질 및 특성’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다소 차
이가 나타났다. 교사의 자질 및 특성에 대해 보다 세부적인 응답을 한 경우를 정리해 보면 <표6>과 같다.

1) 예비 교사는 수업 관찰 시 중요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학습자의 숙달도(초, 중, 고)별 수업을 관찰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사로 채용될 때 초급강사로만 가는 것은 아니므로 각 단계별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를 관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강의 환경 △ 강의 준비 △ 교수요목 설계 및 연구 △ 교안
2) 수업 관찰 시 중요한 내용으로 경력 교사 중에 ‘학습자가 집중할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한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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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예비 교사와 경력 교사의 ‘교사의 자질 및 특성’ 관련 중요도 인식
문항

집단

N

응답 내용

예비

2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사발화

경력

5

교사 발화, 학습자 수준에 맞는 언어 구사력, 모범적인 한국어 구사

2. 교사의 발음, 억양, 목소리 크기, 발화 속도
의 적절성

예비

0

경력

4

3. 교사의 표정(웃음, 시선)과 몸짓의
자연스러움

예비

0

경력

1

손짓 등 비언어적인 행위

예비

3

수업 분위기, 밝은 분위기

경력

0

예비

7

학습자와의 유대감, 배려심, 친근성, 공감, 이해 능력, 소통능력

경력

9

학습자와의 친밀한 관계, 다양한 학습자와의 라포 형성, 신뢰, 관심, 학습
자의 태도와 환경과 언어에 대한 이해, 학습자 이해, 학습자와의 소통,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의 전반적인 태도

예비

1

책임감

경력

0

예비

5

한국어에 대한 지식, 한국어 교육 관련 지식,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
론적 지식

경력

6

교사의 지식, 풍부한 교과 지식, 수업 내용과 관련한 전공 지식 및 이해,
문법적 지식 능력

1. 학습자 언어숙달도를 고려한 교사 발화

교사의 목소리, 발화 속도

4. 교사의 편안한 수업 분위기 조성

5. 학습자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교사의
태도

6. 교사의 수업에 대한 열정

7. 이론적 지식

예비 교사와 경력 교사 모두 ‘학습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며 소통하고자 하는 교사의 태도’와 ‘교사의 이론적 지
식’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예비 교사가 ‘편안하고 밝은 수업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반면 경력 교사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학습자 수준에 맞는 교사 발화’에 대해서는 예비 교사보다 더 많은 경력 교사가
수업 관찰 시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교사의 목소리와 발화속도’에 대해서는 예비 교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나 경력
교사는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수업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응답 내용에 있어 예비 교사의 응답이 현저히 적었다. 그러나 예비 교사와 경력 교사 모
두 ‘학습자 학습 활동 독려’, ‘학습자의 자가 학습 독려’, ‘수업 시간 관리’에 대한 언급이 적었고, ‘돌발 질문이나 상황에
대한 교사의 대처 능력’과 ‘교사-학습자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이 언급하였다. 세부적인 응답을 정리해 보면
<표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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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예비 교사와 경력 교사의 ‘수업 운영’ 관련 중요도 인식
문항

집단

N

응답 내용

예비

0

경력

1

예비

0

경력

1

교사의 인내심

예비

3

의도치 않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돌발 상황에 대한 임기응변

경력

4

돌발상황 대처 능력, 유연한 대처

예비

2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상호의사소통

경력

5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하는가, 학습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상호작용

예비

2

학습자 중심

경력

2

학습자의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해 주는가, 활동 시 그룹핑 등을 적절하게 하는
가

예비

1

오류 수정

경력

3

학습자와의 피드백, 학습자의 오류를 수정해 주는 것

예비

2

학습자의 흥미 고려

경력

3

학습자의 호응, 학습자의 학습 상태와의 유기성

예비

1

학습자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제공

경력

1

학습자를 공평하게 대하는가

예비

0

경력

1

1. 교사의 학습자 학습 활동 독려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2. 교사가 학습자의 자가 학습 독려

3. 학습자의 돌발 질문이나 상황에 대한
교사의 대처 능력

4. 교사-학습자 간 상호작용

5. 학습자 중심 상호작용 활동 유형의
다양함

6. 교사 피드백의 적절함

7. 학습자가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도
록 독려

8. 학습자별 공평한 학습 기회 제공

9. 수업 시간 관리
시간 배분

‘수업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응답에 있어 예비 교사는 ‘분명한 수업 단계’와 ‘자연스러운 연결’을, 경력 교사는 ‘적절하
고 정확하고 효과적인 설명’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세부적인 응답을 정리해 보면 <표8>과 같다.

64
<표8> 예비 교사와 경력 교사의 ‘수업 내용’ 관련 중요도 인식
문항

집단

N

응답 내용

예비

3

수업 절차, 수업 단계에 맞는 교수 방법

경력

2

수업 단계의 적합성

예비

4

도입부터 마무리까지 매끄러운지, 매끄럽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경력

2

수업 진행이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예비

0

경력

2

도입의 적절성, 효과적인 문법 도입

예비

1

효과적인 문법 설명

경력

6

수업 내용 설명이 적절한가, 정보전달 및 설명 능력, 정확한 내용을
제시하는가(문형, 어휘), 제시의 명확성, 효과적인 문법 의미 제시

예비

0

경력

1

연습 단계에서의 교사의 행위

예비

1

유의적인 연습으로 수업이 구성되었는지

경력

0

예비

0

경력

1

활용 단계에서의 교사 행위

예비

1

과제 수행

경력

1

활용 연습의 독창성

예비

1

평가

경력

1

교사가 학습자에게 학습내용을 확인하는가

예비

1

학습자 이해도 파악

경력

0

예비

0

경력

1

판서

예비

1

부교재 활용

경력

1

예비

2

경력

1

1. 분명한 수업 단계

2. 교수 학습 활동의 자연스러운 연결

3. 도입 단계에서 상황맥락 도입과 학습 목표와
의 관련성

4. 제시 단계에서 교사의 설명과 예시의 적절성

5. 연습 단계에서 연습 활동의 명확한 지시

6. 연습 활동의 적절성

7. 활용 단계에서 과제 설명의 명확성

8. 과제 활동의 적절성

9. 수업의 마무리에서 절절한 평가 또는 확인

10. 수업의 각 단계에서 학습자들의 이해도 확인

11. 알아보기 좋고 어문 규정에 맞는 교사의 칠판
판서

12. 수업 목표에 맞는 교재나 부교재의 활용

13. 교수 학습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적절
한 활용

시청각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매체 활용 자료

위 <표8>과 같이 예비 교사와 경력 교사 각 하위 항목들에서 1~9까지의 빈도를 보였으나 연구 참여자 모두가 각 항목
들의 중요도를 언급한 것은 아니었다. 예비 교사가 이들 항목에 대한 충분한 고려나 관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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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예비 교사와 경력 교사의 수업관찰 항목별 중요도 인식
먼저 예비 교사와 경력 교사의 ‘교사의 자질 및 특성’ 관련 문항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차이는 다음 <표9>와 같다. 두 집
단의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학습자 언어 숙달도를 고려한 교사의 발화’와 ‘교사의 발음, 억양, 목소리 크기,
발화 속도’와 관련된 두 항목이었다. 이 두 항목들에서 예비 교사에 비해 경력 교사의 중요도 인식이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들에서도 두 집단 모두 4점 만점 척도에서 3.79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여 두 집단 모두 각 항목들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9> 예비 교사와 경력 교사의 ‘교사의 자질 및 특성’ 관련 문항에 대한 중요도 인식
문항
1. 학습자 언어 숙달도를 고려한 교사 발화
2. 교사의 발음, 억양, 목소리 크기, 발화 속도의
적절성
3. 교사의 표정(웃음, 시선)과 몸짓의 자연스러움

4. 교사의 편안한 수업 분위기 조성

5. 학습자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교사의 태도

6. 교사의 수업에 대한 열정

집단

명

평균

표준편차

t

p

예비

19

3.79

0.42

-1.59*

0.00

경력

32

3.94

0.25

예비

19

3.84

0.37

0.99*

0.04

경력

32

3.72

0.46

예비

19

3.47

0.61

0.99

0.23

경력

32

3.31

0.54

예비

19

3.63

0.50

2.11

0.90

경력

32

3.31

0.54

예비

19

3.74

0.45

-0.63

0.23

경력

32

3.81

0.40

예비

19

3.74

0.45

0.14

0.78

경력

32

3.72

0.46

예비 교사와 경력 교사의 ‘수업 운영’ 관련 문항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차이는 다음 <표10>과 같다. 두 집단이 차이를
보인 항목은 ‘학습자의 자가 학습 독려’와 ‘돌발 질문이나 상황에 대한 교사의 대처 능력’으로 두 항목 모두에서 경력 교
사가 더 높은 중요도 점수를 보였다. 이 경우도 앞서 살핀 ‘교사의 자질과 특성’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적 차이를 보인
항목들에서 두 집단 모두 3점 이상의 높은 중요도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6
<표10> 예비 교사와 경력 교사의 ‘수업 운영’ 관련 문항에 대한 중요도 인식
문항

집단

명

평균

표준편차

t

p

예비

19

3.74

0.56

-0.32

0.39

경력

32

3.78

0.42

예비

19

3.42

0.69

-1.23*

0.02

경력

32

3.63

0.49

예비

19

3.32

0.67

-2.32*

0.04

경력

32

3.69

0.47

예비

19

3.95

0.23

0.14

0.78

경력

32

3.94

0.25

예비

19

3.58

0.51

0.70

0.31

경력

32

3.47

0.57

예비

19

3.63

0.60

-0.37

0.27

경력

32

3.69

0.47

예비

19

3.74

0.45

-0.10

0.84

경력

32

3.75

0.44

예비

19

3.68

0.58

0.74

0.47

경력

32

3.56

0.56

예비

19

3.47

0.51

-0.39

0.95

경력

32

3.53

0.51

1. 교사의 학습자 학습 활동 독려

2. 교사가 학습자의 자가 학습 독려

3. 학습자의 돌발 질문이나 상황에 대한
교사의 대처 능력

4. 교사-학습자 간 상호작용

5. 학습자 중심 상호작용 활동 유형의
다양함

6. 교사 피드백의 적절함

7. 학습자가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독려

8. 학습자별 공평한 학습 기회 제공

9. 수업 시간 관리

예비 교사와 경력 교사의 ‘수업 내용’ 관련 문항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차이는 다음 <표11 >과 같다. 두 집단이 차이
를 보인 항목들은 ‘도입 단계에서 상황맥락 도입과 학습 목표와의 관련성’, ‘제시 단계에서 교사의 설명과 예시의 적절성’,
‘연습 단계에서 연습 활동의 명확한 지시’, ‘활용 단계에서 과제 설명의 명확성’등이었다. ‘활용 단계에서 과제 설명의 명
확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서 경력 교사가 예비 교사보다 그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으나 모두 3점 이상의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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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예비 교사와 경력 교사의 ‘수업 내용’ 관련 문항에 대한 중요도 인식
문항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예비

19

3.84

0.37

-0.32

0.52

경력

32

3.88

0.34

예비

19

3.37

0.60

-0.60

0.99

경력

32

3.47

0.57

예비

19

3.63

0.50

0.26

0.59

경력

32

3.59

0.50

예비

19

3.26

0.73

2.76

0.43

경력

32

2.63

0.83

예비

19

3.42

0.69

-1.64*

0.01

경력

32

3.69

0.47

예비

19

3.79

0.42

-2.13*

0.00

경력

32

3.97

0.18

예비

19

3.63

0.50

-2.48*

0.00

경력

32

3.91

0.30

예비

19

3.74

0.45

-0.63

0.23

경력

32

3.81

0.40

예비

19

3.79

0.42

1.00*

0.04

경력

32

3.66

0.48

예비

19

3.68

0.48

0.42

0.39

경력

32

3.63

0.49

예비

19

3.63

0.50

2.68

0.74

경력

32

3.22

0.55

예비

19

3.63

0.50

1.28

0.07

경력

32

3.41

0.67

예비

19

3.63

0.60

0.24

0.70

경력

32

3.59

0.50

예비

19

3.42

0.61

-1.10

0.15

경력

32

3.59

0.50

15. 교수 학습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자료의 적절한
활용

예비

19

3.21

0.54

1.37

0.95

경력

32

2.97

0.65

16. 어휘나 문법 용어 설명을 위한 교사의 메타언어
사용의 적절성

예비

19

3.11

0.66

-1.05

0.23

경력

32

3.31

0.69

17. 어휘나 문법 용어 설명을 위한 교사의 학습자
모어나 제3의 언어 사용의 적절성

예비

19

3.11

0.74

0.52

0.37

경력

32

3.00

0.67

1. 분명하고 구체적인 수업의 목표

2. 분명한 수업 단계

3. 교수 학습 활동의 자연스러운 연결

4. 도입 단계에서 지난 시간 수업 내용의 복습
5. 도입 단계에서 상황맥락 도입과 학습 목표와의
관련성
6. 제시 단계에서 교사의 설명과 예시의 적절성

7. 연습 단계에서 연습 활동의 명확한 지시

8. 연습 활동의 적절성

9. 활용 단계에서 과제 설명의 명확성

10. 과제 활동의 적절성

11. 수업의 마무리에서 절절한 평가 또는 확인

12. 수업의 각 단계에서 학습자들의 이해도 확인
13. 알아보기 좋고 어문 규정에 맞는 교사의 칠판
판서
14. 수업 목표에 맞는 교재나 부교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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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한국어 수업 참관을 위한 수업 관찰 도구 개발 연구’에 대한 토론문
이성준(서울대학교)

이 연구는 한국어 (예비)교사의 수업 관찰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 교사로서 교실
수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한국어 교사의 훈련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어 교원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한국어 교육 실습’ 강좌에서 참관 수업을 준비하는 예비 교사들이 한국어 수업 관찰 도구의 구성과 내용
을 먼저 파악해 보면서 수업 관찰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점화한다면 자신의 교수 역량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고 봅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갖게 된 생각과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업 관찰 도구 개발 과정에서 선행 연구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표 2>의 ‘한국어 수업 관찰 도구’를
제시하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 범주와 세부 항목 모두 성공적인 수업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이라는 점에 공감
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업 관찰’이라는 것이 한 교사의 수업을 일회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는 실
습 기관에 따라 사전에 약속된 단원 운영 방법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예: 교사의 표정과 몸짓
이 자연스러운가, 도입, 제시, 설명, 연습, 활용, 마무리의 단계가 분명한가).
또한 세부 항목 문항에서 질문의 형식이 ‘잘 사용하는가?’, ‘적절한가?’, ‘진행하는가?’와 같이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를 예비 교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먼저 어떻게 교사와 학습자가
그날의 학습 목표를 따라 수행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관찰을 하고, 맥락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후에야 일정 수준의 평
가가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에 대한 연구자 선생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둘째, 수업 관찰 도구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먼저 도구의 타당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업 관찰이 잘 이루어졌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서 어떤 증거들이 이를 타당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표 4>에서 제시하신 ‘수
업 관찰 관련 중요도 인식 조사 항목’은 교육 경력에 따른 수업 관찰 항목의 중요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서 앞
서 설계하신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접근이라고 판단됩니다. 실제적인 타당도 증거와 관련하여
본 관찰 도구를 바탕으로 수업을 관찰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연
구자 선생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셋째, 4장에서 제시하신 조사 결과를 보면, 먼저 주관식 문항에서 연구 참여자가 기술한 내용을 수업 관찰 항목과 관련
하여 분류하고, 이를 양화하여 집단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제시하셨습니다. 주관식 문항의 경우에는 수업을 경험한 교사
와 경험이 없는 예비 교사 사이의 차이가 무척 클 수밖에 없다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시하신 결과를 살펴보면,
여러 항목에서 예비 교사들과 경력 교사들의 반응 빈도에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예비 교사가 반응을 하지 않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하신 결과에서도 그 차이를 가늠하기에는 사례 수가 누적 빈도 1~2회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관식 문항을 제시하여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기대하셨던 조사의 결과와 참여자 수가 늘어났을 때 달라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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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하시는 결과가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넷째, 본문 4.2에서 제시하신 ‘수업 관찰 항목별 중요도 인식’ 조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예비 교사와 경력 교사의 인식
차이가 나타난 항목이 p값을 기준으로 전체 32개 문항 가운데 9개 문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단별 연
구 참여자의 수가 적어 정규성을 충족하는지 알 수 없고, 실제 양 집단의 평균 차이가 크지 않아서 비교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에 연구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 어떤 연구 과정이
남으셨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한국어 교사 교육에서 아직까지 잘 풀어보지 못하고 있었던 수업 참관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소중한 연구의 토론을 맡
겨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토론의 내용 중 논문 내용을 오독하여 잘못 제시한 내용들이 연구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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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예비 교원의 수업코칭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
-국외 실습 지원 사업의 예를 중심으로 이효정(국민대학교)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 예비 교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업코칭의 방향성과 방법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고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수업코칭을 ‘시행하는’ 경력 교원들 입장이 아니라, 코칭을 ‘받아들이는’ 예비 교원의 입
장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국외 실습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비 교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코칭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그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반대로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던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관찰하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외 실습 지원 사업은 예비 교원들에게 3주∼4주간 해외의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 기간 동안 교육 경력이 많은 경력 교원이 수업
코치로 참여하여 수업코칭을 진행하게 된다. 예비 교원들은 반복, 지속적으로 코칭 과정에 노출되면서 수용 유무 결정,
내재화 등을 경험한다. 한국어교육에 대한 이론 지식은 갖추고 있으나 실제 경험이 없는 예비 교원들에게 ‘유의미하고 효
과적인’ 수업코칭의 속성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어 수업코칭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논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수업코칭
‘수업코칭’에서 코치(coach)라는 말은 헝가리 마을인 ‘콕스(Kocs)’와 그 마을에서 사용하던 마차 Kocsi에서 유래하였다
고 알려져 있다(L. van Kessel(2007: 393). 이후에 1880년경 스포츠 분야에서 코치 혹은 코칭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시
작하였으며, 영국에서 운동선수를 훈련시키는 사람을 일컬어 코치라고 하고, 코치가 선수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도
하는 행위를 코칭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단어로 자리 잡았다(홍의숙 (2009: 13)). 이후 코칭이라는 용어는 경영 관리 분야
를 비롯하여 사회 여기저기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코칭의 사전 정의는 ‘따라야 할 과정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조언이나 지도를 하는 것1)’이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공통 특징은 ‘변화, 성과, 목표, 학습, 협력, 동반 관계’ 등이 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코칭이란 ‘코치이(의
1) 웹스터사전(https://www.merriam-webster.com/thesaurus)에서는 코칭을 ‘to give advice and instruction to (someone) regarding
the course or process to be followed’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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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자)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박윤희·기영화(2009b:
64)). 이와 같이 코칭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강조하고, 의뢰자의 변화를 위해 코치와 협력하며, 두 사람의 관
계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평적 관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코칭의 여러 분야 중에서 수업코칭(instructional coaching)은 교육 영역에서 사용하는 기법으로 연구자들의 정의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수업 코칭의 개념

Robbins(1991: 9)

동료코칭은 두 명 이상의 동료 교사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수 기술의 확산, 개선,
아이디어 공유, 상호 지도, 학급 연구, 문제 해결을 수행하는 것

이재덕(2008: 313)

교사의 전문적 영역에 대해 짧고 격식 없이 피드백 하거나 질문하여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돕는 기술

신을진(2010: 148)

수평적 상호작용 방법을 사용해서 수업과 관련한 교사 능력이 현재 수준에서 시작해
잠재적 능력과 가능성이 완전히 발휘되는 수준에 이르도록 함께 하는 과정

김소현·이규철(2013: 281)

코칭 전문가의 체계화된 안내를 통해서 수업을 하는 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성찰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김소현·이규철(2015: 47)

개별 교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동료 코치와의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찾아가는 과정

김효수(2015: 29)

수업코치와 수업자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수업코치가 처방하기보다 수업자가 자신의
수업 개선을 위해 스스로 성찰하는 것을 격려하며 함께하는 대화 과정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Bobbins(1991)는 동료 간의 코칭에, 김소현·이규철(2013, 2015)은 의뢰자가 ‘스스로’ 본인
의 수업을 성찰하는 과정을, 이재덕(2008)은 코칭의 방법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치는 의뢰자의 수업에 대한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므로 ‘동료, 상사, 외부인’ 모두로 그 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 또한 신입 교원이나 경력 교
원뿐 아니라 예비 교원도 코칭 의뢰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업코칭을 ‘수업코치와 수업자가 협력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사용해서 수업과 관련한 교사의 잠재적 능력과 가능성이 향상되도록 하는 대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이 개념이 ‘변화, 성과, 목표, 학습, 협력, 파트너십’이라는 코칭의 공통 특징도 포괄할 수 있다.
교원들의 교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법에는 ‘수업코칭’뿐 아니라 ‘수업멘토링(instructional mentoring)’, ‘수업컨설
팅(instructional consulting)’ 등이 있다. 세 개념은 구분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혹 활동의 형태, 구조, 내용이 같
은 경우도 있지만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

2) 이은혜 외(2017: 116-117)와 이상수 외(2012: 28)를 참고하여 코칭과 멘토링, 컨설팅의 개념 차이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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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
궁극적 목적
주된 방법

멘토링

컨설팅

학습의 개선
수업 관찰, 피드백

초점

의뢰자(교수자)의 수업 능력 개선

교수-학습 과정의 개선

분석

의뢰자(교수자)의 수업 기술

교수자, 학습자, 학습내용, 학습 환경 등 체제 요소들

문제 해결 방식

의뢰자의 문제 해결 능력과 잠재성을 촉진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짧고 격식 없는 피드백. 스스로 수업을 성찰
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 해결
촉구. 컨설팅 과정이 하나의 프로젝트임

지도자의 역할

탐험가, 안내자. 동행자

정보와 개입안을 제시하는 전문가. 문제 해결자.

수업컨설팅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을 전후하여 학교 교육의 위기와 개혁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으며(진동섭(2003:
17)), ‘의뢰 교사가 문제를 의뢰하면, 컨설턴트 교사가 수업 전문성 기준과 수업 관찰이나 면담, 자료 등에 기초하여 문제
점을 확인하고, 수집된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와 관련된 교사의 수행 수준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대한 적절한
조언과 처방을 내리는 일련의 문제해결력의 지원과정(이화진 외(2006: 26))’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수업코칭은 교사의
역량 강화, 참여 주체 간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수업컨설팅과 유사한 면모가
많다. 그래서 수업컨설팅의 한 기법으로 코칭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이재덕: 2008)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국외 실습 지원 사업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은 수업컨설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예비 교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고, 수업 전에 학습자와 학습 환경, 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수업 관찰과 면담, 자료 등에 기초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업컨설팅’ 과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 증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
비 교원의 교수 역량 강화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점, 수업 전반에 걸친 처방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 지도자의 역할
이 문제 해결자라기보다는 안내자, 동행자에 더 가깝다는 점에서 컨설팅이라기보다는 수업코칭이나 멘토링 제도에 더 가
깝다.
그렇다면 국외 실습 지원 사업은 코칭으로 지칭하는 것이 더 적절할까, 아니면 멘토링으로 지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까? 두 방식은 한국에서 거의 같은 개념으로 혼용되는 듯 보인다. 오인경(2003: 9)에서는 두 개념을 비교하면서 조언을
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코칭은 수평적이고, 멘토링은 수직 관계라고 하였다. 또한 코칭은 코칭을 받는 사람
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격려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멘토링은 학습자보다 우월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동료나 연장자가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김광민(2019: 29)에서는 Britton & Anderson(2010)을 예로 들어 멘토링의 멘티는 문제
를 진단하고 해결할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하는 모든 과정에 책임을 지는 반면에 수업코칭은 수업 관찰 교사와 수업 공개
교사 상호간 신뢰 형성을 출발점으로 동료의 수업을 관찰하여 교사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상호 협동 작업이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 홍의숙(2009: 20)에서는 코칭과 멘토링은 둘 다 변화와 발전에 초점을 두는 성장 지향적 관계라는 공통
점이 있지만, 이 두 개념 간에는 목적과 구조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즉, 코칭의 목적은 지도자가 열망하는 목표를 상
호 협의하여 설정한 후 그 목표의 달성을 돕는 것이고, 멘토링의 목적은 멘토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 를 멘티에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대부분 코치는 조력자, 멘토는 지식의 전달자와 같이 정
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기업 현장이 아니라 학교 상황에서 ‘수업코칭’이나 ‘수업멘토링’은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인 관계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다. 수업 역량 강화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나 경험이 우월한 사람이 코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동료 간에 멘토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두 방식 모두 의뢰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격려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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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에서 코칭과 멘토링의 개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코칭
멘토링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선수들을 발굴하거나 선발하고 선수와 팀을 훈련하여
승리를 위해 팀을 이끄는 총체적인 행위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도나 조언을 해 주는 것

국외 실습 지원 사업에서 경력 교원은 단순히 수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교수 내용 제공만을 담당한 것은 아니었다. ‘프로
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이라는 목표 아래 수업 환경과 학습자를 분석하고, 교안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를 수업으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약 한 달 간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
어졌으며, 예비 교원들이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의기소침해졌을 때 심리적인 지원도 제공하였다. 멘토인 경력 교원
이 수업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외 실습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선임자의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멘토링’이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하나의 목표
를 가지고 수행한 ‘수업코칭’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 실습 지원 사업에서 진행한 예비 교원
-경력 교원간의 피드백 과정을 ‘수업코칭’으로 명명하고 이후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수업코칭’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연구는 한국 내에서 많지 않다. 개념 설정이나 코칭 설계에 대한 연구(박윤희·기영
화(2009a), 이은혜·박인우(2017), 이현정(2014) 등)와 동료코칭에 대한 연구(정민수(2018)), 교과목인 국어(김소현·이규철
(2015), 진용성(2017)), 영어(김광민(2019), 사회(김효수(2015) 교과목에 적용한 연구, 그리고 대학의 교수자 코칭(김은희·
변호승(2018)) 연구 등이 그것인데, 대부분 수업코칭 후의 효과를 다루고 있고3) 코칭 의뢰자가 코칭을 수용하는 방식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 것은 찾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코칭 의뢰자가 코치의 어떤 코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코칭은 흘려듣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핌으로써 한국어교육에서 수업코칭
방법을 정착시키고 코칭의 유용성을 살피는 근거로 삼고자 한다.

2. 한국어 교원을 위한 수업코칭
한국에서는 모국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에게 필수적으로 교사양성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초등 교원으로 임용
을 받는 교육대학은 2∼4학년에 걸쳐 비교적 체계적으로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 등을 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교원으로 임용을 받는 사범대학은 4주 동안 교육실습을 운영한다4). 교원이 된 후에는 요구에 따라 수업장학이나 수업코
칭, 컨설팅,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이와 같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예비 교원들은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의 교육실습
수업, 그리고 현장에서의 교육실습, 실제 가르치는 기관에서의 신입 교원 교육 등에서 수업코칭을 받게 된다.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의 수업에서는 해당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께, 현장에서의 교육실습이나 신입 교원 교육에서는 교육 경험이
많은 경력 교원이 수업코칭을 담당한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서 수업코칭이 일어나는 현장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교육대학이나 사범
3) 송민철 외(2018)에서는 경력이 별로 없는 특수교사의 멘토링 경험에 대해 연구하면서 어려움과 자신감 부족, 실망과 좌절 등이 변
화하였다고 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수업 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코칭이나 멘토링에 대한 연구는 그
효과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4) 손은령 외(2016: 3)에서는 사범대학에서의 실습 기간 4주가 충분하지 않고 실습 학교 수와 연계 협력이 부족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
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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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처럼 한 달 이상 기관에 파견되어 수업과 실무 실습을 진행하는 과정도 없다. 실제 경험을 쌓고, 그 안에서 경력 교
원의 코칭을 받아야 교수 역량이 향상되는 법인데 그러한 과정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코칭이나 멘토링, 수
업컨설팅에 대한 연구가 적다는 것도 한국어 예비/신입 교원을 위한 수업코칭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을 반영
한다. 예비 교원에게는 교육실습 과목에서 유일하게 코칭이 이루어지는데 이 또한 수업 시수와 활동 영역에서 부족한 점
이 많다.
교육실습은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모든 기관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과목이다.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은 크
게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으로 나뉘고, 학위 과정은 일반 대학과 사이버 대학, 그리고 학점은행제로 나뉜다. 비학위 과
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양성과정으로 나뉜다(이윤진(2016: 186)). 국립국어원의 대학(원) 내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운
영 지침에 따르면 한국어교육실습은 강의 참관을 필수로 하며, 강의 실습이나 모의 수업 중 하나를 선택 필수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론 수업은 실습 운영 시간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실습에서 이론보다 실제 중심으
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그 수업 내에서 양질의 코칭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전공(복수 전공) 및 부전공의
교육실습 과목은 3학점으로 일주일에 3시간 정도밖에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며 15주 수업을 모두 한다고 해도 총 45시간
정도의 교육에 그친다. 코칭은 모의 수업을 할 때 주로 이루어지는데,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1∼2회 정도만 모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절대적인 수업 실습 시간이 적고, 교수 한 명당 담당해야 하는 학생 수도 너무 많아 교육 실습
과 교수자의 코칭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5).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실습 수업에서도 문제점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온라인 교육실습은 보통 3학점으로 운영되며
4개월 동안 15주 과정으로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교안에 대하여 교수자의 ‘첨삭’ 코칭을 받은 뒤 이를 반영하여 마지막
에 20∼30분 정도 모의 수업을 촬영, 제출한다. 온라인 교육실습의 특성 상 문서에 대한 컨설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
고, 강의 실습은 현실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실습 시간이 부족하
다.
정리하면 현재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에서는 수업코칭을 교육실습 과목에서만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또
한 양과 질 측면에서 모두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 달 간 집중적으로 교육 경험을 쌓고 그 과정 속에서 경
력 교원의 교육 경험과 역량을 전수받은 국외 실습 지원 사업을 살펴보는 것은 효과적인 수업코칭 방법을 제안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크게는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III. 국외 실습 지원 사업
국외 실습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국립국어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동아시아(일
본, 러시아 사할린)와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지역에 한국어 예비 교원을 한 달 정도 파견
하여 해외 현장 경험을 익히고 수업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 달 간의 국외 실습을 위하여 국내에서
1주의 온라인 연수와 2주의 오프라인 사전 연수를 진행한다. 2019년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 지원 사업의 개요는 다
음과 같다6).
5) 국외 실습 사업에 참여한 예비 교원에게 국내에서 들었던 교육 실습의 한계점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제가 실습수업을 제
대로 한 적이 없어요. 실습을 듣는 학생은 많고 실습을 하는 시간은 정말 조금이어서 학생들이 피자 나눠먹듯이 나눠 먹어야 하니
까요. (중략)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는 교안 쪽 피드백을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해주셨고, 찾아가는 애들 중심으로 1번 읽어 주셨어요.
코칭 시간 자체도 현지가 훨씬 길고. 교육 실습은 학점 채우려고 듣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교4)
6) ‘2019년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실습 지원사업관리 위탁 용역-중앙아시아 지역’의 제안요청서는 국립국어원 입찰 공고에 탑재되어 있다.
https://www.korean.go.kr/front/board/boardStandardView.do?board_id=5&mn_id=183&b_seq=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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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및
필요성

·
·
·
·

국내 한국어 예비 교원의 실습 현장 다양화를 위한 국외 실습 기회 마련
한국어 예비 교원과 경력 교원의 국외 재외동포 교육 기관 교류를 통한 국내외 한국어교육 교수법의 선진화 도모
양질의 직업 훈련을 통한 예비 교원의 취업 역량 제고 및 현지 교류를 통한 일자리 기회 확대
국내외 한국어 교원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한 상생의 장 모색
일본(도쿄-지바)
① 국내 연수 6월(2주), 국외 실습 7월(1개월): 경력 교원 2명, 예비 교원 7명
② 국내 연수 8월(3주), 국외 실습 10월(1개월): 경력 교원 2명, 예비 교원 7명

동아시아 지역

일본(오사카-교토)
① 국내 연수 6월(2주), 국외 실습 7월(1개월): 경력 교원 2명, 예비 교원 6명
② 국내 연수 8월(3주), 국외 실습 10월(1개월): 경력 교원 2명, 예비 교원 6명
러시아(사할린)
① 국내 연수 8월(3주), 국외 실습 9월(1개월): 경력 교원 2명, 예비 교원 7명
② 국내 연수 8월(3주), 국외 실습 10월(1개월): 경력 교원 2명, 예비 교원 7명

일정

카자흐스탄(알마티)
① 국내 연수 6월(2주), 국외 실습 7월(1개월): 경력 교원 2명, 예비 교원 6명
② 국내 연수 8월(3주), 국외 실습 9월(1개월): 경력 교원 3명, 예비 교원 9명
③ 국내 연수 8월(3주), 국외 실습 10월(1개월): 경력 교원 3명, 예비 교원 9명
중앙아시아 지역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사마르칸트)
· 국내 연수 6월(2주), 국외 실습 7월(1개월): 경력 교원 2명, 예비 교원 6명
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
· 국내 연수 6월(2주), 국외 실습 7월(1개월): 경력 교원 2명, 예비 교원 7명

예비 교원은 국내 사전 연수 기간에 해당 강의 수강, 수업 참관, 모의 실습, 교육 실습 일지, 교육 연구 노트 작성, 국
외 실습에서 진행할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업 준비 등을 수행하는데, 보통 아침 8시부터 밤 12시 이후까지 일정이 계속
된다. 그리고 교안을 작성하고 모의 수업을 준비하면서 경력 교원의 코칭을 받는다. 국외 실습에서는 매일 평균 3시간 정
도의 수업과 봉사활동, 문화 체험 등을 수행하는데, 경력 교원은 국외에서 예비 교원과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업 계획, 교안 제작, 모의 수업 등을 지도한다. 지도한 내용을 매일 업무 일지 안에 기록하고, 사업 종료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비 교원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정규 대학 한국어교육 (부)전공 학사 3학년 이상 또는 석사 과정 2학기 이상인
(휴)학생으로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경력 교원은 한국어 교육 석사 학위 이상, 한국어 교
육 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련 학과(국어교육 또는 국어국문학 등)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했고 한국어 교육 경력이 5년 이
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예비 교원과 경력 교원의 과업 범위와 자격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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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교원

①
②
③
④

개인당 수업 참관, 모의 실습
교육실습일지, 교육연구노트 작성 후 결과 발표
국외 한국어교육 및 문화 수업 진행
재외동포 대상 봉사활동 참여 및 문화 체험 참여

경력 교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예비 교원 실습지도
예비 교원 교육실습일지, 교육연구노트 점검 및 평가
예비 교원 안전 관리 및 지도
실습지 교육기관 교원 실습지도
현지 재외동포 대상 수업 지도
실습 요원-국어원-사업팀 일간, 주간 보고
실습 대상자 안전 관리
회계 관리

예비 교원

· 정규 대학 한국어교육 (부)전공 학사 3학년 이상 또는 석사 과정 2학기 이상인
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 준비자(휴학생 및 해당
학과 졸업생 중 자격증 취득 전인 자도 지원 가능)
※ 양성과정 및 학점은행제 이수자는 제외, 디지털대, 사이버대 선발 대상 해당

경력 교원

· 한국어 교육 석사 학위 이상, 한국어 교육 경력 3년 이상7)
· 관련 학과(국어교육 또는 국어국문학 등) 석사 학위 이상, 한국어 교육 경력 5년
이상
※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 대학 기관 및 정부 기관

과업 범위

자격 요건

예비 교원들은 국내 사전 연수를 거치고 국외에서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무 것도 모르는 ‘학생’
에서 수업을 이해하고 나름 학습자의 반응도 살필 수 있는 ‘신입 교원’으로 급속도로 발전한다. 이러한 발전 속도는 교육
에 투자하는 시간 덕분인데, 사전 연수부터 시작하여 국외 실습까지 수업에 대해 스스로 준비하고 코칭을 받으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외 실습은 ‘교육’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단기간에 집약적인 코칭이 들어가기 때문
에 코칭의 효과와 수용 양상, 내재화 과정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된다.
국외 실습에서의 수업코칭은 크게 ‘참관 전 회의, 수업 참관, 자료 검토, 그리고 참관 후 회의’로 이루어졌다. 이는 다
른 영역에서의 수업코칭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8) 이재덕(2008: 308∼310)에서는 참관 전 회의에서는 상호간 자료수집
방법 결정, 의뢰인의 요구 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코치는 자료수집 양식을 미리 준비한 뒤 참관을 하며 수
업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반성과 성찰을 할 수 있는 질문 3∼4개와 제안 2∼3개를 준비하는
과정이 이어진다고 하였다. 참관 후 회의에서는 자료를 제시하고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코칭 과정에 대해 반성하
는 대화를 한다고 수업코칭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다.
국외 실습 지원 사업에서 이루어진 코칭도 그 순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참관 전 회의에서 의뢰인의 요구 조사
나 코칭 방법에 대한 의사소통뿐 아니라 수업 준비 ‘자체’에 대한 코칭도 심도 깊게 이루어진다. 이때는 주로 교안을 살
7) 국외 실습 사업의 경력 교원은 한국어교육 석사 학위 이상, 한국어교육 경력 3년 이상이거나, 관련 학과 석사 학위 이상, 교육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으나 실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40대의 교원들이 경력 교원으로 가장 많이 신청하
고 선정되었다. 2019년 중앙아시아 지역에 최종 선발된 경력교원 9명의 교육 경력 평균은 9.5년이다.
8) 이재덕(2008: 317∼318)을 참고하여 선행 연구에서 이루어진 수업코칭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Robbins(1991)
Gordon, Nolan &
Forlenza(1995)
Gottesman(2000)

① 사전 회의

② 참관

절차
③ 사후 회의

① 참관 전 회의 ② 교실 참관 ③ 분석과 계획 ④ 참관 후 회의
① 참관 요청

② 참관

③ 자료 검토

④ 참관 후 대화 ⑤ 과정 검토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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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서 교육과정, 교육 내용 및 순서, 방법에 대한 코칭을 진행한다. 수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10분 정도로 짧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30분 이상으로 길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요
구에 따라서는 교안 지도뿐 아니라 수업 모의 시연도 진행하였다. 예비 교원은 하루에 3시간 정도, 국외 실습 기간 내 총
30∼45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참관 전 회의가 매일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수업 참관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경력 교원이 수업을 참관하여 직접 관찰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예비 교원들의 경우에는 동영상을 촬영한 뒤 사후에 경력 교원이 이를 관찰
하고 코칭을 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로 직접 관찰도 부담스럽고 환경 때문에 동영상 촬영도 불가한 경우에는 수업 이후
에 본인 수업에 대해 설명하고 복기하는 식으로 참관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후에 경력 교원은 교안, 수업 자료,
기록물, 동영상 등을 근거로 수업을 분석하고 참관 후에 회의를 진행한다. 국외 실습 지원 사업에서 진행한 코칭의 절차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절차

이루어진 시점

활동 내용

코칭 전 회의

6월 국내 사전 연수 초기

참관 전 회의

매 수업 전날

수업 참관

매 수업 시

· 수업 직접 관찰, 동영상 촬영 후 참관 중 선택 가능
· 부득이한 경우에 수업에 대한 복기 및 질의 응답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허용

자료 검토

매 수업 후

· 경력 교원이 교안, 수업 자료, 기록물, 동영상 등을 근거로 수업을 분석

참관 후 회의

매 수업 후

· 수업 운영에 대한 회의 진행(교안, 수업 자료, 기록물, 동영상 등 지참)
· 수업 반성 및 질의 응답: 1:1 회의, 1:多 회의
· 예비 교원의 성찰 일지 작성

· 사업 소개, 목표의 명확화
· 코칭의 방법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소개, 조율
· 교안을 살펴보면서 교육과정, 교육 내용 및 순서, 방법에 대한 코칭 진행
· 필요에 따라 수업 모의 시연도 진행 가능
· 경우에 따라 30분 이상으로 길어지는 경우도 있음

IV.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외 실습 지원 사업에서 이루어진 수업코칭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예비 교원이 어떤 방식으로
수업코칭을 수용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특히 예비 교원이 경력 교원에게 수업코칭을 받으면서 어떤 코칭이
효과 있었다고 느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취하고자 하는데, 질적 사례
연구는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거나 밝혀진 현상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부분을 이해하고 밝히고자
할 때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성남 외(2011: 10)). 본 연구에서는 수업코칭에 대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필
요하다는 판단으로 질적 사례 연구를 선택하였으며, 예비 교원과 경력 교원의 인터뷰를 모두 진행하여 보다 풍부하게 자
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한 인터뷰를 진행한 시기는 국외 실습 지원 사업(중앙아시아 지역) 3차 년도 사업 중 7월 실습이 마무리된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로, 국외 실습을 다녀온 예비 교원 8명에게 비구조화된 면접(Unconstructed Interview) 형식으
로 코칭이 이루어진 시기, 내용 영역, 방법 등에 대해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코칭을 받은 다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용 양상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7년와 2018년도에 실습을 다녀온 예비 교원에게도 면담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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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에는 (1) 이 사업에 참여했을 때 감정 상태는 어땠는가? (2) 어떤 방법으로 수업코칭을 진행하였는가? (3) 어떤
방법으로 코칭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비효과적이었는가? (4)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이 포함되
었고, 예비 교원의 인터뷰를 마친 뒤 구체적인 코칭 절차와 방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력 교원의 인터뷰도 추가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40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각각 개인 면접 후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전화와 sns로 추가 질문
을 하는 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교원과의 심층 인터뷰는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고, 녹음 후 축어록으
로 만든 후 검토, 연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번호

성별

지위

실습 당시 학년/경력

실습 기간

실습 국가

예교1

여

예비 교원

학부 3학년

2019년 7월 한 달

키르기스스탄

예교2

여

예비 교원

석사 2학기

2019년 7월 한 달

키르기스스탄

예교3

남

예비 교원

학부 3학년

2019년 7월 한 달

키르기스스탄

예교4

여

예비 교원

학부 4학년

2019년 7월 한 달

키르기스스탄

예교5

여

예비 교원

석사 3학기

2019년 7월 한 달

키르기스스탄

예교6

여

예비 교원

학부 3학년

2019년 7월 한 달

키르기스스탄

예교7

여

예비 교원

학부 3학년

2018년 7월 한 달

카자흐스탄

예교8

남

예비 교원

석사 3학기

2017년 9월 한 달

카자흐스탄

경교1

여

경력 교원

한국어교육 경력 9년 5개월

2019년 7월 한 달

키르기스스탄

경교2

여

경력 교원

한국어교육 경력 11년

2019년 7월 한 달

키르기스스탄

V. 예비 교원의 수업코칭 수용 양상
본 연구에서는 예비 교원 8명과 경력 교원 2명을 인터뷰하였는데, 그 결과를 코칭을 받을 당시 예비 교원의 심리 상태
와 예비 교원의 입장에서 기억나는 코칭의 영역 및 방법, 긍정적으로 수용한 수업코칭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9).

1. 코칭 당시 예비 교원의 심리 상태
1.1. 걱정 및 긴장
예비 교원의 가장 큰 심리적 특징은 ‘걱정과 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비 교원들은 모든 부분에서 긴장을 느끼지만
특히 국내 사전 연수에서의 ‘모의 수업’과 현지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수업’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크다. 현지 학습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기대가 큰 만큼 부담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수업과 관련하여 건
강 유지나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양상을 보인다.
⦁ 모의수업이 현지 수업보다 훨씬 부담이 컸어요. 이걸 못 넘으면 현지에 못 갈 거 같아서...(중략) (현지에서) 처음
수업이 최고 부담이었다면 마지막까지 계속 긴장 상태였어요. <예교1>
9) 교원들과의 인터뷰는 내용 중심으로 전사를 했기 때문에 ‘아, 뭐지?’, ‘뭐라고 해야 할까?’와 같은 혼잣말이나 되물음은 기술하지 않
았고, 내용상 필요하여 연구자가 첨가한 부분은 괄호(
) 안에 기록하였다. 대화 속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OOO 선생님’과 같이
표기하였다. 예비 교원을 인터뷰한 뒤 사실 확인을 위하여 경력 교원 2인의 인터뷰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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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로) 출발하기 전에는 설레는 것은 거의 없었고 ‘걱정, 부담,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가 가지고 괜히 애들이 한
국어를 싫어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카자흐스탄 딱 내려가지고 주변 풍경을 둘러보
는 게 아니라 ‘가 가지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뿐 아니라) 다들 걱정이 많았어요. 조금
기분이 좋거나 조금 걱정이 많거나 이 차이였지 호텔 도착하자마자 바로 노트북 펼치는 사람도 있었고, 준비해온
교구 정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어요. <예교6>

1.2. 자신감 부족
예비 교원의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두 번째 심리 상태는 자신감의 부족이다. 국내 사전 연수에 입소하기 전에는 자신감
의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연수에 들어가서 교안 작성, 모의 수업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코
칭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특히 국외로 출발하기 직전에 자신감이 최저로 하락하지만 현지 학생들을 만
나고 수업을 몇 회 진행하면서 자신감의 손상이 차츰 회복된다.
⦁ 수업하기 전에 잠도 못 자고 교안 계속 시뮬레이션 하고 ‘들어가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하지.’ (고민하고) 러시아어
배운 것도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인사를 하는데 저희 반이 초급 중반이어 가지고 한
국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한국어만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이 얼굴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
서 ‘아, 이것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랑 교실 용어 가르쳐주는 것에 있어서도 그림이랑 단어로밖에 설명을 못
하니까 내가 맞게 설명하는 건지, 애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첫날은 완전 정신없이 막
지나갔어요. <예교6>

예비 교원들은 낮아진 자신감을 ‘학생들의 환영, 수업을 무사히 마쳤을 때의 성취감, 경력 교원들의 격려, 자신을 돌아
보는 성찰일지’ 등으로 극복하였다고 하였는데, 자신감이 하락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
휘할 수 없으므로 이 시기에 경력 교원의 긍정적인 코칭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자신의 긍정성을 찾아보도록 한 ‘성찰일지’ 또한 자신감이 부족한 예비 교원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예비 교원
들은 매일 성찰일지를 쓰면서 자신의 수업 실행 중 아쉬웠던 점과 만족했던 점을 기록하였는데, 이를 위해 자신의 긍정
적인 측면에 집중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과정이 본인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 (오늘 저한테) 만족했던 점이 없더라도 동영상을 다시 보고 제가 스스로 뭘 만족했는지 계속 찾게 되고... 그리고
이것도 OOO 경력 선생님만 보시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터놓고 일기처럼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
어요. <예교1>

1.3. 경력 교원에 거는 기대
자신의 교육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긴장과 걱정이 높아진 예비 교원은 국외에서 코칭을 진행할 경력 교원에게 심
리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예비 교원은 수업 경력이 없기 때문에 경력 교원이 실제 수업에서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수
업 진행 시 도출되는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감사함을, 충족되지 못했
을 때 아쉬움을 느낀다.
⦁ (경력 교원 선생님께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정말 궁금했어요.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실제적으로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걸 되게 기대했어요. <예교3>
⦁ 국외 파견 갔을 때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선생님들의 경험을 통한 조언을 원했었는데, 제가 영상 촬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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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을 못 하는 상황이기도 했었고, 교안을 쓰는 데 너무 급급했어 가지고 그런 코칭이 별로 이루어지지 못한 게
좀 아쉽기도 해요. 갔다 오고 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교안이 급한 건 사실이라서 교안 위주로 코칭이 이
루어지긴 했는데 계속 교안만 붙들고 있었으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피드백을 못 얻은 거 같아서 좀 아쉬워요.
<예교6>

2. 예비 교원이 인지한 코칭의 영역 및 방법
수업코칭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교육 목표와 학습 내용의 일치, 교육 장소의 특징에 따른 설계, 교재 선정 및
재배열, 교육과정 설계, 시간 배정 및 관리, 적절한 교육 자료(칠판 판서, 단어/문형 카드, PPT 등) 구성 방법, 교사의 발
문, 설명의 명확성, 비언어 태도, 교사 태도의 자질, 상호작용, 학생 참여도, 적절한 평가 도구 등이 그 예이다. 국외 실습
사업에서는 경력 교원에게 수업코칭의 다양한 영역은 제시하되 예비 교원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융통
성을 주었다.
본 연구는 예비 교원의 입장에서 받아들인 수업코칭에 대해 조사한 것이었으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코칭과는 정확
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은 받는 사람의 몫이고, 코칭의 효과는 받
아들인 만큼 나타나게 마련이다.
예비 교원들은 경력교원이 주로 수업을 운영할 때 필수적인 영역, 예를 들어 ‘수업 내용’이나 ‘교육 과정 설계’, ‘각 단
계 설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코칭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또한 눈에 보이는 교사의 능력, 즉 ‘칠판 사용’이나 ‘판서’, ‘교
육 자료를 구성하고 활용하는 방안’, ‘교사 설명의 명확성이나 목소리, 발음’, 그리고 ‘학생과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 많은
코칭을 받았다고 하였다. 코칭 순서는 수업 전에 교안을 위주로 코칭을 진행하였고, 수업 이후에 영상 촬영, 직접 참관,
예비 교원의 질문 위주로 코칭을 진행하였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수업 전에 이루어진 코칭의 양이 수업 후보다 2∼3배
정도 많다고 하였다.
⦁ 코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업 전과 후로 나뉘어져 있고, 저희는 수시로 경력 교
원 OOO 선생님께도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략) 수업 전에는 교안 피드백 위주였고요, 교안을 저희가 작성
을 하고 (예비 교원들이) 간단한 브리핑을 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짰다, 이런 걸 강조하고자 한
다.” 그런 걸 말씀드리면 (경력 교원)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주셨어요. 수업 때는 보통 (경력 교
원)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사진 찍으면서 저희를 관찰을 하셨어요. 많이는 안 들어오셨는데, 보시면서
저의 수업 운영하는 방식이나 자세라든지, 판서라든지에 대해 코칭을 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판서에 대해서는 글
자 크기라든지 위치, 그런 것들? <예교8>

흥미로운 사실은 예비 교원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효과가 있었다고 답한 코칭의 영역이 모두 달랐다는 점이다. 어떤
예비 교원은 수업하기 전에 받음 ‘교안’에 대한 코칭이 좋았다고 답한 반면에 어떤 예비 교원은 ‘교안’ 대신 ‘시연’ 과정
이 효과적이었다고 답하였다. 수업 후에 이루어진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코칭이 좋았다고 답한 예비 교원도 있었
다. 예비 교원 스스로 느끼는 본인의 약점과 필요에 따라 본인이 원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코칭 내용을 취사선택하는 것
으로 보인다.
⦁ 전 수업 전에 코칭을 한 80% 받았고, 후에 한 20% 정도 받았어요. 전 수업 전날에 저희 팀끼리 모여서 팀 앞에
서 시연하는 부분이 좋았어요. 수업 흐름을 미리 생각해 볼 수도 있었고, ‘다른 (예비 교원) 선생님이 저렇게 진행
하는구나, 저렇게 설명하고 저런 교구를 사용하시네.’ 그리고 (서로 조언을 해 주니까) 경력 교원만 코칭해 주시는
게 아니어서 그게 더 괜찮았던 거 같아요. <예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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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참관하고 수업 끝나고 코칭해 주신 게 제일 좋았어요. 그게 저희 B팀은 초급, 중급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선생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제가 스스로 보고하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을 알려주시는 게
정말 좋았어요. 제가 KKC 갔을 때 초반의 말투가 되게 애들한테 하는 것처럼 했었대요. 그런데 저는 낯설면 말소
리가 더 높아지고 좀 과장하는 게 있는데 저는 정말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예교2>
⦁ 전 교안에 대한 코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업 내용은 매일매일 달라지지만 교사의 자질이나 학생 관리
부분은 단 하루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예교8>

반면에 시간 배정의 적절성이나 수업 진행 시 시간 관리, 몸동작이나 표정과 같은 비언어 태도, 따뜻함이나 공평함과
같은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는 코칭이 적게 일어나고 예비 교원에게도 인상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교안에서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고, 동영상 촬영한 걸 보고 이때 활동이 너무 길어진다든가 줄
여야 한다던가 하는 코칭이 이루어졌어요. (중략) 자세나 손동작 같은 것에 대한 코칭은 별로 없었어요. <예교1>
⦁ 시간 관리는 저희들이 적당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굳이 (말씀은) 안 하셨는데 시간 배분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부분 위주로 해 주셨어요. (중략) 학생들에게는 따뜻해야 돼. 이런 코칭보다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약간 가볍게
칭찬하고 넘어가셨어요. 약간 그런 점이 교사로서 괜찮은 거 같아. 학생들을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이 정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교2>
⦁ 학생들에게 따뜻하게 하라거나 공평하게 하라거나 인간적인 태도 같은 거, 그거는 못 들은 거 같아요. 어떤 학생한
테는 관심을 얼마나 주고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이건 참여도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예교4>

예비 교원의 기억 속에는 학습자의 이해도 평가, 코칭을 한 뒤 예비 교원의 발전이나 변화에 대한 환류 점검에 대한
코칭은 거의 없었다. 예비 교원들은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 대한 코칭도 없었다고 답했는데 완성도 높은 수업은 마무리
단계에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학습했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며 다음 학습 내용과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소개
하는 단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학습자에게 과제와 복습 과제를 내 주는 시간 또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수업의 마무리가
안 된다는 것은 수업 분량이 너무 많거나 수업 운영 능력이 부족한 데서 기인할 수 있으므로 코칭 단계에서 수업의 마무
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 마무리 시간이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활동 하고 시간에 쫓겨서 끝내고 그러니까 거의 막 그냥 질문 받고 끝낸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질문 받을 시간도 없고 활동의 마무리처럼 됐어요. 저도 항상 기분이 활동의 마무리인가? 학
생들에게 다시 내용을 짚어준다고 짚어주지만 내가 제대로 짚어주는 걸까? 항상 그렇게 끝났는데 그 마무리에 대
한 코칭은 사실 들은 게 없는 거 같아요. <예교2>

수업을 진행한 뒤에는 반드시 코칭이 이루어졌는데, 수업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진행한 경우, 경력 교원이 수업을 직접
참관한 뒤에 진행한 경우, 예비 교원의 질문 위주로 진행한 경우로 형태가 나뉜다. 예비 교원은 수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코칭을 처음 받아보았고 이 과정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답하였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겠다.

3. 예비 교원이 긍정적으로 수용한 수업코칭
3.1. 수업코칭의 속성: 집중성, 지속성, 객관성, 적절한 양, 실제성, 일관성
예비 교원들에게 긍정적/부정적으로 각인이 된 수업코칭 방식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상위 개념으로 묶어 보면 ‘집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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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지속적이며, 객관성이 있고, 양이 적절하며 실제성을 기반으로 하고 일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코칭을 긍정적으
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비 교원들은 국외 실습에서 경력 교원 1명이 3명 정도의 예비 교원을 ‘집중적으로’ 책
임지고 코칭하였다는 것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동시에 국내의 교육 실습 및 참관 수업에 너무 많은 학생이
참가하고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들었다. 국내 사전 연수에서는 경력 교원이 통학을 하며 예비 교원들
을 코칭하였는데 같이 생활을 했던 국외 연수와 비교하면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였다. 예비 교원은 아직까지 교육 경
력이 없고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수업 방법을 도제식으로 전수하는 집중적인 수업코칭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
다.
⦁ 그때(국외 실습)는 모르는 게 생길 때마다 선생님께 연락을 드릴 수 있었고, 옆에 같이 계시니까 즉각 즉각 고쳐지
는 게 확실히 있었어요. <예교4>

예비 교원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두 번째 방법은 코칭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있다. 중요한 것은
코칭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얼마나 본인의 것으로 체득되어 예비 교원의 역량을 향상하는 데 일조하였
느냐는 것이다. 수업코칭은 나의 버릇, 생활 습관을 모두 바꾸는 것이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비
교원들은 수업 전에 자신의 약점을 중심으로 코칭을 받은 뒤 그것을 상기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이후 성공 유무에 대해
다시 코칭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다음 수업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 코칭을 받으면서 본인의 역량으로 습득되
기 시작한다.
⦁ 아무래도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 한 번에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뭔가를 자꾸 들어야지 자극이 되는 거 같긴
해요. 자극이 없으면 나태해 지기도 하고, 잘 안 바뀌는 거 같아요. 매번 듣더라도 솔직히 수업 들어가서 ‘나 판서
지적 받았으니까 판서’라면서 매번 떠올리지는 못하거든요. 너무 다른 거 긴장되고, 이 내용이 익숙하게 들어가 있
지 않으면 사실 판서를 생각을 못할 때도 있었는데 그럼 그 날 터지는 날이에요. 판서가 엉망 되는 날이어서, 그래
서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매번 듣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예교3>
⦁ 경력 교원 선생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이제는 몇 번 코칭을 받으니까 지적 전에 ‘내가 어디서 망했고 어디서 잘못
되었는지’ 확 인지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못 보셨어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
고요. 자꾸 이렇게 차분차분 고쳐지는 느낌이에요. 나아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니까 자신감도 높아졌어
요. <예교2>

국외 실습 사업을 마친 뒤 1년 이상 지난 교원들 또한 그때 받았던 세세한 코칭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그 때 체득
된 교육 역량이 이후에 자연스럽게 발휘됨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축적되어 본인들의 교육 자
산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 어떤 문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느낌은 있어요. 저희는
자모 수업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OO대학교에서 수업을 했을 때 자모를 했거든요. 그때 피드백 받았
던 내용들, 그 때 했던 활동들을 적용을 많이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모를 가르칠 때 OO대학교에서는 자모
제시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교사 재량이거든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때(국외 실습에서) 무엇을 먼저
제시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생각했던 걸 써 보고 했던 거 같아요. 그 때 자모 가르쳤던 경험 덕분에 훨씬 수월
하더라고요. <예교8>

세 번째로 예비 교원이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수업코칭의 속성은 ‘객관성’이다. 예비 교원들은 단순히 ‘말’로 진행하는
코칭보다 ‘교안, 동영상, 실제 참관 후 기록한 자료’ 등 눈에 보이는 자료를 가지고 코칭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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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선호하는 방식은 예비 교원의 성격,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 저는 만나서 교안에다가 필기로 엄청 지저분해질 정도로 지적을 받았는데 그게 엄청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그리
고 실제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보다 써 주시고 앞에서 시연도 보여 주시고 저는 판서까지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눈으로 보고 써 주시고 실제 하는 것도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됐던 거 같아요. 아무래도 말
로 하면 “이렇게 해라.” 이것밖에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칠판에 나가서 자세는 이렇게 해라 해 주시니까 전 그게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예교3>
⦁ 만약 시간이 없어서 (코칭의 일부 과정을) 빼야 하면 교안을 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교안을 가지고 시
연을 하는 거니까 빠진 부분이 있으면 시연을 보고 알려주시니까 둘 중에 빼야 하면 교안을 빼고 시연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예교1>

객관적인 자료에는 수업을 촬영한 동영상과 실제 참관 후 기록한 종이가 포함된다. 예비 교원들은 모두 수업 후에 진
행한 코칭에서 많은 부분을 배웠다고 하였지만 ‘동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한 코칭’과 ‘실제 참관을 기반으로 한 코칭’을 선
호하는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흥미로운 사실은 ‘동영상 코칭’을 진행한 예비 교원들은 동영상 코칭 방식이, ‘직접 참
관 코칭’을 진행한 예비 교원은 직접 참관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는 점이다. 직접 수업 참관은 ‘현장성 강화, 학생
과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동영상 촬영은 ‘지속적인 보관, 혼자 촬영 시 부담 줄일 수 있다’는 점
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모든 예비 교원들은 본인들이 진행한 코칭 방법만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지
속적으로 코칭을 진행하면서 경력 교원과의 협의 하에 본인들이 원하는 코칭 방식이 가미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동영상을 보고 하는 코칭은 제가 학생들이랑 어떻게 하는 건지, 그 과정에서 뭐가 부족한지 그런 것도 바로바로
나오고 선생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리고 시연 때는 아무래도 칠판이 없어서 판서 이런 거 잘 못 봐 주셨는데 동영
상에서는 판서. 어땠다 하면서 알려 주시고, 그래서 도움이 된 거 같아요. <예교1>
⦁ 저는 직접 수업 참관을 하는 게 동영상 촬영보다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뭔가 동영상은 기록용이라는 느낌이 강
해서. 저는 좀 더 강하게 동기 부여가 되려면 선생님이 직접 참관하시는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동
영상 참관을 안 해 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동영상보다는 직접 참관이 더 좋은 거 같아요. 확실하지는 않은데
뭔가 효과적인 거 같아요. 현장에서 어떤 변수가 일어나면 바로바로 같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동
영상은 촬영에서 다 나오지 않으니까요. <예교2>

동영상 코칭을 선호한 예비 교원들은 직접 참관이 ‘경력 교원이 수업 시간에 들어왔을 때 본인과 현지 학습자가 느끼
는 부담을 느끼고 경력 교원이 모든 수업을 참관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평가하였으며,
실제 참관 코칭을 선호한 예비 교원들은 ‘촬영의 번거로움, 내 수업이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실제 학
습자와의 상호 작용을 동영상 촬영으로는 모두 담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동영상 코
칭이나 실제 참관 코칭 모두 실제로 진행한 교원들은 두 방식 모두 어려움이 없고 효과적이라고 답하였다.
⦁ (경력 교원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셔도) 그렇게 오래 계시지는 않았고요, 몇 번 들어와서 좀 보다 가시고요. 초반
에는 좀 많았는데 후반으로는 덜해졌어요. 전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학생들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예
교8>
⦁ 저도 처음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이 되니까 익숙해지기도 하고. 금방 익숙해져요. 저걸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첫날만 좀 신경 쓰고... 수업 할 때는 계속 다음 것 생각하니까 사실 저 카메라가 없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보고 내가) 수업 중에 이렇게 많이 웃었나. 이런 것도 알게 됐어요. (중략) (찍은
것을) 가끔 보고 활동 일지 쓸 때도 전부 못 보더라도 돌려서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안 지우고 하드에 넣어
놨거든요. 되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동영상을 돌려 보았을 때 확실히 처음보다 나중이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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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교3>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촬영이나 직접 참관이 불가하여 수업 후 코칭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쉬운 점으로
뽑을 정도로 예비 교원들은 수업 후 코칭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동영상 촬영 방식이나 직접 참관 방식 모두 장단점
을 가지고 있는 만큼 목적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력 교원과 예비 교원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선호하
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비 교원들은 자신들의 수업을 촬영한 뒤 이후에 수업의 장단점을
관찰하고 발전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촬영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코칭을 하는 경력 교원의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코칭이 설득력을 가지려
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말하기 방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You-message’ 방식으로 예비 교원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안은, 이 수업은 어떠하다’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코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OO 경력 교원 선생님은 정말 담백하게 사실 나열을 하셨어요. 1번, 2번, 이런 식으로요. ‘수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빠졌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게 내 잘못이라기
보다는 이렇게 고치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이 수업에서 잘못된 부분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몰라서 못했어.’라는 느낌이어서 ‘배워서 바꾸자. 고쳐 보자.’ 이런 느낌이었고 ‘너는 틀렸다, 이
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신 적은 없었어요. <예교2>

예비 교원들이 네 번째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코칭의 특징은 ‘적절한 양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험이 많지 않은
예비 교원에게는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성하고 이를 교안이라는 체계적인 형태로 기술하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국외 실습에서는 오전의 3시간 정도 수업을 마치고 오후 일정을 소화한 뒤 교안을 쓰기 시작하면 빨리 마쳐도
보통 밤 10시∼11시가 된다. 이 때 코칭을 받기 시작하면 내용을 수정하여 적용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코칭을 버거워
하거나 듣고도 흘려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기 쉽다. 수정 시간이 확보되어야 코칭을 받는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시간을 고
려하여 코칭의 양을 조정하여야 한다.
⦁ 교안까지 다 쓰고 코칭을 받고 밤새도록 바꾸는 것이 너무 벅찼어요. 다음 날 수업 준비와 모레 수업 준비 교안을
다 썼었어요. 수정도 그날 다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저희가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오후에 다른 일정이 또 있었
고, 가야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교안도 써야 하고, 학생들 자료도 만들어야 하고, 통역 선
생님한테 일도 말씀드리고 정말 할 일은 산더미인데. 오후에도 일정이 있어서 수업 준비를 거의 못 했어요. (중략)
코칭을 해 주시면 감사는 한데, 피드백을 받으면 ‘이런 건 고쳐야 되겠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걸 해
주시면 거기 가서 할 일도 엄청 많은데 그 피드백을 수용할 겨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태도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쓸 수 있지만 내용 같은 측면은 또 고쳐야 하니까요. <예교6>
⦁ 교안 때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 시연 때 새로 들어오는 피드백이 있어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시 때 뭔가를 더
넣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추가되는 피드백이 있는데, 다른 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숙지가 잘 돼서 안정
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새로운 피드백이 들어오면 계속 연습하더라도 실제에서 부자연스럽게 나오고 했거든요. <예
교1>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코칭의 양은 경력 교원에 따라 모두 다르다. 경력 교원에 따라 큰 부분 몇 가지만 짚어주는 경우
도 있고, 모든 과정마다 세세히 코칭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경력 교원들은 교육 역량이 떨어지는 예비 교원들
에게 더 많은 코칭을 하는 경향이 있다. 경력 교원들은 많은 코칭으로 예비 교원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반대로 예비 교원들은 본인들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코칭의 양이 다른 교원보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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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수정할 시간이 없으면 자신감이 더 낮아져서 역량 발휘를 못 하거나 경력 교원의 코칭 방식을 탓하게 되기 쉽다. 따
라서 교육 역량이 부족한 예비 교원들에게 코칭을 할 때는 더욱 세심하게 방법과 양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예비 교원과
경력 교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코칭의 양이 크게 차이 나면 코칭의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 (OO 예비 교원이 경력 교원 선생님의) 교안 검사가 좀 빡세다는 얘기는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세하다?
피드백이 양이 많다? 그런 것들을 얘기했던 거 같아요. 좋은데 좀 힘들다는 거, 소화를 해야 하니까 힘들다고 한
거로 느꼈어요. <예교8>

예비 교원들이 다섯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코칭은 ‘실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외 실습이 이루어지는 상황
은 한국에 비해 교실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고, 청소년 학습자와 성인을 합하여 수업하는 경우도 많다. 그들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동기도 모두 다르고 한국어 능력 수준 편차도 크다. 예비 교원들은 현지에 가서야 이런 학습 환경을 몸소 체험
하게 된다. 그런데 경력 교원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인들의 경험에 의거
하여 코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현지 상황과 학습자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이루어지는 코칭에 대해서는 예비
교원들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저희 경력 교원 선생님 말씀 중에 우리 반하고는 맞지 않겠다.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저희 반에 친구들하고 이야
기하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잘 어울릴 만한 활동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 교실
로 하면 어렵지 않겠니.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반 아이들은 쉽다고 생각
할 거 같아서 그냥 제가 쓴 교안 그대로 수업한 적이 있어요. 그게 더 좋았었고, 제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저희 반
상황이랑 맞지 않은 건 걸러 들은 적도 있었어요. <예교6>

따라서 경력 교원들은 코칭을 하기 전에 수업 환경과 학습자에 대하여 충분히 분석하는 과정을 선행하여야 한다. 만약
분석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예비 교원들이 직접 학습자를 만나고 고민하여 구성한 수업 방향에 대해 충분히 듣고 이
해한 뒤 조언을 해 주는 식으로 코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비 교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지막 속성은 ‘일관성’이다. 예비 교원들은 ‘일관성이 없는 코칭’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특히 두 분이 한 사람을 코칭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나타나기 쉽다. 수업에 대한 철학이나 좋은 수업에 대
한 입장이 다르면 의견이 불일치할 수 있는데 교육 경험이 없는 예비 교원의 경우에 상반된 코칭을 받게 되면 그 의견에
대해 고민하기보다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두 명의 경력 교원이 참여하였을 때는 코칭을 하기 전에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 A 경력 교원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이런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고, B 경력 교원 선생님은 다른 생각인 적도 있잖아
요. A 선생님이 내 도입이 어려울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B 선생님은 이 도입은 괜찮은데 제시나 연습 과정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그럼 이건 다 고치라는 건가 생각한 적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드백을 다 수용해
서 전체적인 흐름을 다 바꿨었어요. (중략) 처음에는 선생님들 말을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느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교6>

3.2. 수업코칭의 방법: 예비 교원과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모든 예비 교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바람직한 수업코칭의 방법은 예비 교원과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는 점에 있다. 예비 교원들은 자신들의 긍정성을 인정하고 인간적인 신뢰 구축을 쌓은 다음에 코칭을 진행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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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들의 역량에 적절한 양의 코칭을 제공 받기를 바라고 개인 코칭뿐 아니라 집단 코칭도 적절히 활용되기를 원한
다.
예비 교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교육 역량에 대해 두려움이 크고 자신감이 낮다. 이 상태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도 크다. 부담과 두려움이 큰 상태에서는 역량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경력 교원들은 예비 교원이 본
래 가지고 있는 능력에 집중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데서 코칭의 첫 단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비 교원
들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본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역량을 인정하여 자존감을 세워준 이후에 이루어지는 코칭
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 OO 선생님은 대부분 칭찬을 먼저 하셨는데, 잘못한 점을 말씀하실 때도 “너 잘못했어.” 하는 게 아니라 “에고, 또
그랬네.” 부드럽게 말씀하셨고 잘한 점을 쭉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해 주셨고, 약간
못한 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전에 잘한 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교3>
⦁ OO 선생님은 코칭해 주실 때 잘했던 걸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약간 부족했던 게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자
기만족이 돼서 그게 좋은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이 나와도 괜찮아요. <예교1>

예비 교원들은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보다 발전한 부분을 발견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경력 교원이 자신의
발전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자긍심과 자신감이 상승하고 이것이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예비 교원의
장점을 발견하려면 경력 교원과 예비 교원 간에 인간적인 신뢰가 먼저 구축되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이 구축된 다음에
예비 교원은 수업코칭을 진심으로 수용하게 된다.
⦁ 제가 경력 교원 선생님과 상담을 했을 때는 수업적인 것 외에 선생님의 마음과 어려움을 알게 돼서 되게 좋았거든
요. ‘아, 선생님도 정말 애쓰시고 계시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주려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런데 그런 얘기 없이 (약간 비난하는 어투로) 코칭을 받게 되면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아, 말씀하시는 건 쉽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교7>

반면에 예비 교원들은 본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코칭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표현하였는데, 경력 교원이 수업
참관을 들어와서 갑자기 학습자 활동에 참여하거나 예비 교원의 수업에 끼어드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 제가 안 좋다고 생각한 것은 수업 중에 코칭을 해 주신 거였어요. 수업 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개입
을 하셨거든요. 제가 한국말로 활동 설명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경력) 선생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 수업을
하려고 하셨고,(중략) 물론 경력 선생님의 관점에서 완성도 있게 수업을 하려고 하신 건 알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
로 학생과 교사의 관점으로 수업을 한다고 한 건데 그게 침해 받은 느낌? 제가 선생이 아니게 된 느낌이 너무 컸
어요. 갑자기 학생이 된 느낌이 들어서 속상했어요. <예교7>

예비 교원들의 역량에 맞추어 적절한 양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예비 교원들의 역량은 개개인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경력 교원은 코칭을 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분석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 교원은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한 사람인지, 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인지, 교안은 완성도 있게 구
성하는데 이를 실행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인지 파악한 뒤 부족한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코칭 방안을 생각하여야
한다.
⦁ 학생 관리 부분을 (경력 교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 능력을 벗어났어요... 제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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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신 거 같은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 하는 사람이었던 거 같아요. 그때는 과제를 다르게 줘라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과제를 다르게 주지? 구체적인 예시도 주셨던 거 같긴 한
데 그걸 못 했어요. 같은 과제를 가지고도 다른 활동을 줄 수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됐어요. <예교6>

예비 교원과의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한 코칭 방식 중 하나가 집단으로 코칭을 진행하는 것이다. 많은 예비 교원들이
‘집단 코칭’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는데, 1:1로 코칭을 받는 것도 물론 의의가 있지만 심리적인 부담이 큰 반면, 집단 코칭
은 부담은 줄이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 예비 교원이 공개적으
로 칭찬을 들으면 다른 교원들도 이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면서 긍정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이 쓴 교안에 대
해 직접적으로 코칭을 받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쓴 모범적인 교안을 보면서 자극을 받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하였
다.
⦁ 효과적인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비 교원들이 보통 1:1로 했었는데 가끔씩 시간이 맞물려서 제가 먼저 오
거나 남아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때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는 것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때로는 그 피드백
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약간 토론처럼요... 모든 교과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일관되게 흐르는 법칙 같은 게 있잖아
요... 코칭을 공통으로 할 때 다른 사람이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장점을 들을 때 더 귀
에 꽂히는 게 있어요. 남이 칭찬을 들었을 때 나도 수업에 써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칭찬을 들으면 더 뿌듯하고요. <예교6>
⦁ 여러 사람 앞에서 칭찬을 들으면 기분은 좋은데 머릿속에 남는 것은 다른 사람이 칭찬 받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
는 생각 못 했던 걸 다른 사람은 생각했다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가령 OO 샘 단어
카드 같은 거, 동사 형용사 카드 같은 거. 그리고 교구 만드는 것도 공유를 하니까 공유 받아서 쓰면 너무 좋다 이
런 생각이 들어요. <예교4>

집단으로 이루어진 코칭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예비 교원들은 개인 코칭은 정확한 상황 판단에 효과적이고, 집단 코
칭은 수용 의지 고취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즉 개인 코칭은 나의 문제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
집단 코칭의 경우에 다른 사람이 칭찬을 들으면 그것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적을 들으면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은 개인 코칭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코칭을 진행할 때 고려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예비 교원들은 국외 실습에서 코칭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경험하였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수업코칭의 속성 및 방법을 깨달았다. 이러한 코칭 과정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결과 교안을
작성하는 방법, 교사 언어를 통제하는 능력 등이 본인이 느낄 때 가장 상승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감 또한 상승하였다
고 밝혔다. 이것은 국외 실습을 다녀온 뒤 1∼2년이 지난 교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받
았던 세세한 코칭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이후에 수업 현장에 들어갔을 때 체득된 교육 역량이 자연스럽게 발휘됨을 느
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축적되어 본인들의 교육 자산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VI. 정리 및 제언
현재 한국어교육을 하고자 하는 예비 교원과 신입 교원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교육 경험은 교육실습에서의 모의 수업
1∼2회와 기관에서의 참관이 전부이다. 이마저도 온라인으로 한국어 과정을 이수하는 학습자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육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에서의 교육 경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교사 교육도 필요한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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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실습 수업뿐 아니라 수업코칭 및 멘토링 과정이 개발되어 경험이 많은 경력 교원이 지도하는 과정
이 있어야 예비 교원의 교육 역량이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국외 실습에서 집중적인 수업코칭 과정을 거친 예비 교원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수
업코칭의 속성과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예비 교원들은 ‘집중적이고 지속적이며, 객관성이 있고, 양이 적절
하며 실제성을 기반으로 하고 일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코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
불어 ‘예비 교원과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코칭’, ‘자신들의 긍정성을 인정하고 인간적인 신뢰 구축을 쌓은 다
음에 코칭을 진행하는 것’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신들의 역량에 적절한 양의 코칭을 제공하기를 바라고 개인
코칭뿐 아니라 집단 코칭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원하였다.
이러한 코칭 과정은 비단 예비 교원에게만 필요한 과정은 아니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였으나 여전히 수업에 자신이
없는 경력 교원들에게는 재교육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경력이 오래 되어 어느 누구도 수업에 대해 조언이나 제안하기
가 조심스러운 선임자 선생님에게도 자신의 수업을 돌아볼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는 것
처럼 자신의 교육 방법에 발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편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예비 교원과 신입 교원, 경력 교원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코칭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비 교원에게는
직접 수업을 해 볼 수 있는 공간과 도제식 교육이 효과적이지만 이미 경력이 있는 교원들에게는 본인들이 수업에서 어려
움을 느끼고 있는 문제 중심으로 동료 또는 선배와 코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코치가 되고 싶은 사람이 적절하게
코칭을 해 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과정도 연구되어야 한다.
예비/신입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업 참관이나 모의 수업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도
입할 필요가 있다. 예비 교원들은 동영상 촬영 후 코칭, 수업 직접 참관 후 코칭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목
적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하는 것도 좋다. 또한 1:1 코칭과 집단 코칭 방식, 자아 성찰 일지처럼 예비 교원에
게 긍정적으로 평가된 코칭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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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한국어 예비 교원의 수업 코칭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 -국외 실습 지원
사업의 예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기준성(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이 발표는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가장 효과적인 코칭 방식을 조사한 연
구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로 도출한 긍정적인 수업 코칭의 속성(집중성, 지속성, 객관성, 적
절한 양, 실제성, 일관성)은 한국어 경력 교원과 예비 교원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론자의 부족한 식견으로 몇 가지 개념과 논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2장에서 수업 코칭과 멘토링 그리고 컨설팅의 차이에 관해 기술해주셨는데 각각이 어떤 성격의 사업에 어울리는
방식인지 보충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인터뷰 방식으로 비구조화된 면접 형식을 선택하였는데 구조화된 면접이나 혼용 면접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셋째,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에서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력 교원의 자격(한국어교육 석사 이상, 한국어교육
경력 3년 이상, 관련 학과 석박사 학위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 5년 이상)과 한국어교육 현장실습지도자의 자격이 상이
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2장에서 ‘한국어교육실습은 강의참관을 필수로 하며, 강의실습이나 모의수업 중 하나를 선택 필수로 할 수 있다.’
고 하였는데 국립국어원 지침에는 전체 교육과정의 1/5 이상을 강의참관이나 강의실습을 하도록 하므로, 강의참관을 필
수로 한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섯째, 온라인 한국어교육실습에서는 ‘20~30분 정도 모의수업을 촬영, 제출한다’고 하였는데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방
식을 국외 거주 학생에게만 허용하고 있고, 국내 거주 학생에게는 현장에서 수행하는 한국어 학습자나 동료 수강생 대상
모의수업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예비 교원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교육 경험은 한국어교육실습에서의 강의참관과 모의수업 1~2
회가 전부이며 이마저도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학습자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는데 국립국어원에서는 현장 강의
참관이나 강의실습을 필수로 하고, 모의수업도 국외 학생을 제외하고는 집합 교육으로 실행하도록 하므로, 해당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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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컨설팅을 통한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의 발화 변화 연구
-중국인 한국어 교사의 메타언어 사용을 중심으로유소영(단국대학교)

1. 들어가며
이 연구는 수업컨설팅을 통해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의 발화에 나타나는 메타언어 사용 변화를 유도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에 의해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
의 현황을 살펴보고 수업컨설팅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한국어 교원의 메타언어 사용 방법과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한국어 교육기관의 협조와 수업컨설팅
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들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연구 방법은 중국의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수업 시간에 중국인 한국어 교사 발화를 관찰
하여 교사의 메타언어 사용 양상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학습 결과 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한국어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과정은 1) 수업컨설팅 이전의 수업 관찰을 통해 비원어민 교사의 발화에 나타나는 메타언어 사용 양상 분석하기
2) 수업컨설팅을 통해 기존 수업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수업에 사용되는 메타언어 제시 방법 제안
하기 3) 목표어로 이루어지는 수업 모델을 적용한 실제 수업 제공하기 4) 수업컨설팅 이후의 비원어민 교사의 수업 관찰
하고 피드백 주기 5) 목표어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일정 기간 진행 후 재관찰하기의 과정으로 설계하였다.
실험 대상 교원들은 수업컨설팅 이전에 학습자의 모어를 메타언어로 사용하여 수업하였으며 그 결과 학습자들은 수업
량에 비하여 듣기와 말하기가 부진함을 알 수 있었다. 수업컨설팅을 통해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들에게 한국어 수업에서
메타언어로 사용해 왔던 학습자 모어 사용을 피하고 목표어인 한국어를 발화 수준에 맞추어 사용하게 하였다. 그 결과
수업컨설팅 이전과 이후의 학습자들의 성취도 평가 결과가 듣기와 말하기 기능이 어느 정도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 이론적 배경 및 용어 정리
이 장에서는 이 논문에 사용되는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과 ‘메타언어’, ‘수업컨설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비원어
민 한국어 교원은 학습자의 목표어인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교원을 가리키는 말로 보통은 학습자와 모어를 공유하
는 교원이다. 메타언어는 목표어인 한국어를 교수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외국어와 문법 용어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수
업컨설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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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모어를 기준으로 본 한국어 교원
한국어 교원은 교원의 모어를 기준으로 원어민 교원, 비원어민 교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어민 한국어 교원은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인인 한국어 교원과 이민 등을 통해 해외에 정착한 1세대 재외동포
한국어 교원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비원어민 교원은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한국어 교원을 가리키
는 용어이다.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이 학습을 통해 한국어를 습득하여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하는 사람과 재외동포
2세나 3세가 거주 국가의 언어를 모어로 습득하고 학습을 통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습득한 후에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원어민, 비원어민 교원에 관한 연구는 김순복(1998)에서 원어민과 비원어민 영어 교사의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 다루었
고, 김신혜(2005)와 이유리(2007)에서는 원어민 영어 교사와 비원어민 영어교사의 인식 비교에 대해 다루는 등 주로 영
어 학습 연구에서 다루어 왔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후반으로 한국어 교육 정책과 교원 현황, 한국어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윤곤(2010)에서 비원어민 한국어 교
원의 자격 보유 현황을 비롯하여 비원어민 교원의 역할에 관하여 중국 지역을 대상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수
업 내용과 방법에서 교수 내용 지식과 읽기 텍스트에 관한 연구로 신은경(2014), 강지은(2017), 유익림(2017) 등이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니콜라스 프라스키(2019)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비원어민 중국
인 한국어 교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였고 김가람(2015b)에서 중국 북경 지역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인 학습
자의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니콜라스 프라스키(2019)에서 비원어민 교사의 장점으로 문법
교육, 학습자의 모어로 설명, 학습 전략 교육의 효과 등을 들었으며, 김가람(2015b)에서는 원어민인 한국인 교원에 대한
선호도는 말하기 교육을 비롯하여 발음 교육, 문화 교육, 듣기 교육, 쓰기 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1)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이 원어민이냐 비원어민이냐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국내 대
학에서 가르치는 원어민 한국어 교원의 경우 대부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다. 정부 기관 등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 경험을 쌓아 해외 대학이나 기관으로 파견되어
활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어민 교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 탓에 국적이나 모어의 차원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
1) 다음은 김가람(2015b)의 중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원 집단에 대한 학습 영역별 인식 조사 빈도 분석 결과이다.
범주

학습
영역별
적합도

친밀도

질문 내용
발음 교육
말하기 교육
듣기 교육
읽기 교육
쓰기 교육
어휘 교육
문법 교육
문화 교육
학습전략 교육
의사소통
친밀도
요구 반응
자료 활용

한족
32
8
58
132
76
104
156
19
169
93
93
76
93

응답 결과
조선족
한국인
12
215
8
245
24
139
45
62
31
123
41
85
37
52
29
184
25
31
44
82
40
65
37
90
24
79

상관없음
10
9
41
23
32
33
18
25
37
44
60
58
64

결측

합계

2
1
9
9
9
8
8
14
9
8
13
10
11

271
271
271
271
271
271
271
271
271
271
271
271
271

교수법

과제 활용

30

23

177

41

0

271

선호도

수업 참여도
전체적 선호도

29
43

24
23

149
138

65
57

4
10

271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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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나 재외동포들이 무작정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의 경우 한
국어를 전공하거나 한국 유학을 한 사람들이 한국어 교원으로서 전문 지식과 경험 없이 가르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어민 한국어 교원은 물론 비원어민에 대한 재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2 메타언어
한국어 교육에서 메타언어라 하면 목표어인 한국어의 어휘와 문법 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매개어를 가리킨다.
매개어로 사용되는 것은 목표어인 한국어가 사용되는 경우와 전문적인 문법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학습자
모국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는 한국어를 매개어로 사용하는 직접
교수 방법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학급 구성원이 다국적 학습자라서 한국어가 공용어이며, 원어민 한국어 교원의 수급
도 원활하고 듣기와 말하기를 비롯한 의사소통 교육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 방법의 경우, 교사 발화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의 발화 속도는 물론 발화 수준을 맞추는 일이 중요시된다.
또한, 문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법 용어로 ‘동사, 형용사, 어간, 어미’등과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는
‘추측, 원인’ 등의 표현이 한국어이지만 학습자의 숙달도 수준보다 높은 메타언어가 된다.
그리고 해외 한국어 교육 현장의 경우는 동일 언어권으로 학급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학습자의 모어를 매개어로
사용하여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해외 기관에서 한국어 원어민 화자인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많
은 것과 김가람(2015b)의 연구 결과에서 보이듯이 초급 교실에서 문법 설명을 학습자의 모어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학습량은 많지만 목표어인 한국어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어서 어휘와 문법,
문맥 등에 대한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의 격차가 심해 말하기와 듣기 등이 읽기와 쓰기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단점이 현재진행형인 셈이다.

2.3 수업컨설팅
수업컨설팅의 목적은 수업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원의 교수역량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즉, 수업컨설
팅은 교육기관이나 교실 수업에 대해 컨설턴트가 교수자에게 조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통 교육 현장의 장단
점을 발견하고 개선점을 피드백 해주는 형태이다.

2.3.1 수업컨설팅의 개념
수업컨설팅은 1970년대 메사추세츠대학에서 대학 수업 개선을 위하여 교수컨설팅(teaching consulting)이라는 수업컨설
팅 프로그램을 교수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Bergan과
Schnaos(1983)가 수업컨설팅 모형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도 수업 방법 개선 지원의 한 방법으로 학교 컨설
팅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심미자(2012)에서는 컨설턴트와 교사가 협력하여 수업에 대해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가는 자기주도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을 수업컨설팅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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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수업컨설팅의 모형
심미자(2012)에서는 일반적인 수업컨설팅 절차를 다음 (1)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교수자가 수업에 대한 문제 인지 → 컨설팅 의뢰 → 자기 보고 자료나 면담을 통한 수업 문제점 확인 →
수업 관찰 → 설문 조사를 통한 교수자 수행 수준 진단 → 개선 방안 제안 등의 문제 해결 지원 과정

천호성(2008)은 참여형 수업 연구 모형을 제시하여 수업컨설팅 과정은 교수자와 참여자가 동일 목표를 가지고 문제 해
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과 참여자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에게 동기부여와 공감을 제공한다고 보았
다. 이 모형은 기존의 교사 역할 중심 수업 분석이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참여형
수업연구 모형의 단계별 활동은 다음 (2)와 같다.

(2) 1단계: 사전 협의 → 2단계: 연구 수업의 관찰과 기록 → 3단계: 포스트잇에 기입 → 4단계: 연구수업 직후의 속
기록의 정리 → 5단계: 속기록을 기초로 수업의 흐름을 확인 → 6단계: 추출 학생에 대한 보고 → 7단계: 추출
학생에 대해 초점을 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 8단계: 종합 정리

이상수(2010)는 수행공학을 적용한 수업컨설팅 모형을 제시하여 수업의 핵심적인 활동은 교사와 학습자들의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작용적인 인간 수행으로 보아 조직화된 엄격한 과학적 접근을 강조하는 인간수행공학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
한다.

3. 수업컨설팅의 실제
이 연구는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에 의해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교사의
메타언어 사용 방법과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한국어 교육기관
의 협조와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들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 사례는 중국 베이징의
한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3.1 수업컨설팅 과정
3.1.1 수업컨설팅 요청 계기
중국인 비원어민 교원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베이징 소재의 한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의
뢰가 들어와서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를 처음 진행하기 시작했던 2016년 기관의 책임자가 해당 기관에서는 1년 동안 하
루에 8시간씩 오전에는 한국인 교원이 4시간을 수업하고 오후에는 중국인 교원이 4시간을 수업하는데 학습자들이 한국의
여러 대학으로 유학을 가면 왜 각 대학의 한국어센터에서 실시하는 반 배정 시험에서 50% 이상의 학습자가 초급(1급이
나 2급)에 배정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의 모 대학으로 오는 학습자들의 경우 반 배정 시험 결과 듣기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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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서 낮은 성적을 받아 도저히 중급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음을 알려 주었다. 이에 해당 기관에서 진행되
는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고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요청하였다.
참관 결과 대부분의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들이 그렇듯이 한국어 수업 중 모든 설명이 학습자의 모어인 중국어로 진행
되고 있었다. 말하기 활동 시에도 지시어가 중국어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한국어 텍스트 듣기나 말하기 기회가 턱없이 부
족했다. 한국인 교원의 경우도 대부분이 전문적인 한국어 교원 양성을 받은 적이 없는 학습자의 모어가 유창한 중국 유
학생들이라서 원어민 교원으로서의 역할이 없이 중국어를 매개어로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중 한 교원이
자신은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참관을 요청
했다. 그 교실의 경우는 교원이 분명히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모든 발화를 다시 중국어로 번역하
면서 진행하였다. 이는 중국어로 진행하는 것보다 더 학습을 더 어렵게 하는 광경이었다. 즉, 비원어민인 중국인 교원은
물론 원어민인 한국인 교원의 수업도 듣기와 말하기 활동의 지시어는 물론 모든 수업 진행 과정에 메타언어로 학습자 모
국어인 중국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3.1.2 수업컨설팅 과정
수업컨설팅 과정은 다음 (3)과 같다.
(3) ㄱ. 비원어민이 수업을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기관의 수업컨설팅 요청
ㄴ. 수업컨설팅 이전 비원어민이 진행하는 한국어 수업 관찰 및 자료 전사
ㄷ. 수업컨설팅 이전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의 발화 검토 및 문제 제기
ㄹ.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의 발화에 나타난 메타언어 교정 방법에 대한 컨설팅
ㅁ. 학습자의 모어로 사용된 메타언어를 제거한 수업 방법 제시
ㅂ. 학습자의 모어로 사용된 메타언어가 제거된 수업 사례 제시
ㅅ. 비원어민 교원이 목표어로 진행하는 한국어 수업 관찰 및 전사
ㅇ. 학습자의 성취도 평가 자료 분석 및 피드백

수업컨설팅 절차는 (3ㄱ)~(3ㅇ)의 순서와 같다. 먼저 비원어민이 수업을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기관의 수업컨설팅 요청
에 의해 진행한다. 진행 방법은 비원어민이 진행하는 한국어 수업을 참관을 통해 관찰하고 수업 시 교사의 발화를 녹음
하여 전사하였다. 전사 자료에 나타난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의 발화를 검토하고 이번 컨설팅 대상이 되는 학습자 모어인
중국어로 설명하는 부분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컨설팅에서 비원어민 교원들에게 중국어를 메타언어로 사용
하지 않고 목표어인 한국어로 직접 교수하는 방법을 강의식으로 설명을 통해 제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컨설팅을 받는
비원어민 교원들의 메타언어인 중국어가 제거된 수업의 경우 학습자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수업 사례 참관을 요
청하여 목표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의 사례를 3회 제공하였다. 그 후 비원어민 교원이 진행하는 목표어로만 진행되는 한국
어 수업을 관찰하고 녹음한 후 전사하였다. 1년 경과 후 한국 대학으로 진학 시 학습자들의 숙달도 평가 자료 분석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원어민인 중국인 한국어 교원들의 발화에 나타나는 메타언어가 학습자의 듣기와 말하기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업컨설팅을 통해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의 메타언어 사용 변화를 유도하여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을 기대한다. 즉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들이 학습자의 모어를 메타언어로 사용하여 수업한
결과 학습자들은 수업의 양에 비해 부진한 듣기와 말하기 기능을 수업컨설팅을 통해 학습자들의 숙달도 평가 결과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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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2016년 1차 수업컨설팅 후 2017년과 2018년에는 학부로 바로 진학한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어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중급이나 고급으로 배정되는 학생이 증가하였다.

3.2 수업컨설팅 이전과 이후 교사 발화 변화
이 절에서는 수업컨설팅 전후의 교사 발화에 나타난 메타언어 사용의 예를 통해 비원어민인 중국인 교원의 발화 변화
를 보이고자 한다. 먼저 수업컨설팅 이전의 발화의 예는 다음 (4)와 같다.

(4) 수업컨설팅 이전의 비원어민(중국인) 교원 발화 전사 자료
ㄱ. 发音办法与辅音<ㅂ>基本相同，只是发<ㅍ>时，需要送气。 <ㅍ>与汉语拼音p(破(pὸ)，皮(pĺ)，坡(pō)的声母)相
似。
ㄴ. 으러 갔어요根据前面的单词有无收音来确定是으러或러

(4ㄱ)은 발음 제시 부분의 자음“ㅍ”의 예로 발음하는 방법을 학습자 모어인 중국어를 메타언어로 설명하고 있다. 아 경
우 발음 방법을 이해하는 면에서는 학습자에게 안정감과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발음을 학습
자의 모어로 제시할 경우는 한국어 교원이 목표어인 한국어와 학습자 모어인 중국어의 이중언어 화자여야 한다는 점과
두 언어 사이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 발음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정확히 발음하기도 어렵다. (4ㄴ)은 문법 “V-(으)
러 가다”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학습자 모어인 중국어를 메타언어로 설명하고 있다. 이 경우도 한국어의 문법이나 어휘의
의미가 정확히 중국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 수업의 더 큰 문제는 학습자에게 한국어가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목표어에 최대한 노출되어 목표어
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이 경우는 문법-번역식 수업에 나타나는 읽고 쓸 수 있지만 듣고 말할 수
없는 단점을 피해가기 어렵다.
수업컨설팅 이후에 나타난 비원어민(중국인) 한국어 교원의 발화의 예는 다음 (5)와 같다.

(5) 수업컨설팅 이후의 비원어민(중국인) 교원 발화 전사 자료
ㄱ. 친구들이 숙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숙제 다 했어요?
아니요, 숙제를 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ㄴ. 숙제를 다 하려면 멀었어요.” 이야기해요.
(6) PPT 자료와 함께 제시되는 수업 장면

(5ㄱ)과 함께 제시되는 장면

(5ㄴ)과 함께 제시되는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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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ㄱ)과 (5ㄴ)은 수업컨설팅 이후의 비원어민(중국인) 교원이 문법 “V-(으)려면 멀었다”를 목표어인 한국어로 제시하는
장면의 발화 자료를 전사한 것이다. 전사 자료에서 보면 “‘여러분, 숙제 다 했어요? 아니요, 숙제를 다 하고 싶지만, 시간
이 필요해요. 숙제를 다 하려면 멀었어요.’이야기해요.”와 같이 PPT를 활용하여 한국어로 설명하고 있다.

3.3 수업컨설팅 이전과 이후의 변화
연구를 처음 진행하기 시작했던 2016년 컨설팅 의뢰 기관에서 1년(1일 8시간) 동안 한국어 수업을 받은 학습자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각 대학의 한국어센터에서 실시하는 반 배정 시험에서 50% 이상의 학습자가 초급(1급이나 2급)에
배정되었는데 2017년과 2018년에는 학부로 진학한 학생 수가 증가하였고 중급이나 고급으로 배정되는 학생도 증가했다
고 한다.
그 후 비원어민(중국인) 교원들의 이직 등으로 인해 다시 수업 진행 중 발화가 매개어인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수업의 질을 유지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해당 기관의 요청으로 교원의 이직으로 인한 신규 교원 교육과 전
체 교실의 수업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다시 수업컨설팅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2018년 8월에 2회, 2019년 6
월에 1회 수업컨설팅을 재실시하였다. 또한 이번 2차 컨설팅에서는 강의식 컨설팅과 수업 사례를 2~3회 보여주고 이해하
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영상 강의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동영상 자료
의 내용은 공통 교안에 준하는 것으로 전체 교원에 배포하였으며 실제 교실에서 기본적인 틀로 사용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수업을 받은 학생은 50% 이상이 학부와 대학원으로 진학하였으며 한국어 교육센터로 들어온 학생
들도 대부분이 중급과 고급에 배치되었다. 2019 후반기 현재 수업 대상 학생들도 수업컨설팅 이후의 수업을 받고 있다.
전체 실험 대상 학습자 중 한국에 유학을 온 학습자들의 입시 정보를 아직 제공 받지 못하여 추후 보완할 예정이다.

4. 나가며
이 연구는 수업컨설팅을 통해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의 메타언어 사용 변화를 유도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수업컨설팅 이전의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였다. 교사들은 학습자의 모어
를 메타언어로 사용하여 수업하였으며 그 결과 학습자들은 수업량에 비하여 듣기와 말하기가 부진함을 알 수 있었다. 수
업컨설팅을 통해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들에게 한국어 수업에서 메타언어로 사용해 왔던 학습자 모어 사용을 피하고 목표
어인 한국어를 발화 수준에 맞추어 사용하게 하였다. 그 결과 수업컨설팅 이전의 학습자들의 숙달도 평가 결과가 듣기와
말하기에서 어느 정도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에 의해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수업컨설
팅을 통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교사의 메타언어 사용 방법과 개선 사항을 제
안하고자 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한국어 교육기관의 협조와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임하
는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들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인 거리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결과 자료를 수집하
는 데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매끄럽지 않은 일정과 자료 전사 등에 필요한 시간 부족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자료를 분
석하여 만족스러운 연구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부족한 결과물을 앞으로 꼼꼼히 보완해 갈 것이다. 또한,
한국어 교육 현장을 대상으로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들의 수업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
망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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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수업컨설팅을 통한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의 발화 변화 연구 -중국인 한국어
교사의 메타언어 사용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가람(서울대학교)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한 학계의 관심이 점점 커지는 상황(전나영, 2014; 방성원, 2016; 김가람,
2019)에서 중국인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 컨설팅을 통한 메타 언어 사용 능력의 변화를 탐색한 이 연구는 매우 시
의적절한 논의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비원어민 교사의 경우 국내에서 집합식으로 이루어지는 재교육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가 해외에서 수업 컨설팅을 직접 실시하여 중국인 교원의 목표어 수업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외 한국어 교원을 위한 교원 교육의 방향 설정에도 시사점을 주었다고 여겨
집니다.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해 발표자의 연구 결과가 충분하게 소개되지 않아,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발표문의 한계를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연구의 출발은 ‘중국 대학에서 1년에 8시간씩 한국어를 배웠지만, 국내 대학에서 초급 수준에 배정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자 수준의 원인을 중국어(L1)를 교수 언어로 사용하는 한
국어 교원으로 판단하셨는데, 교원 이외의 다른 변인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1년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능력이 3급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교원 이외에 교육과정이
나 교재 혹은 학습자 등 다른 변인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연구자께서는 목표어(L2)를 활용한 메타 언어 사용 능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메타 언어로 학습자 모어(L1)가
가지는 여러 장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학습자 수준이나 교육 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해 학습자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자 모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제시한 자음 ‘ㅍ’의 발음 방법에 대한 설명은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를 초급 학습자 대상의 수업일 테고, 한국어 조음 원리와 방법에 대한 설명은 초급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타 언어로 중국어를 사용한 것이 부적절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3. 결론 부분에서 수업 컨설팅의 효과에 대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어, 국내 교육기관에서 중, 고급반으로
배정이 되거나 학부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인원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수업 컨설팅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효과 분석이라 함은 변인을 통제한 후에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사이의 관계를 실
험 연구를 통해 통계적으로 밝히거나 신뢰할 만한 질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효과
를 입증할 만한 체계적인 실험이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이 수업 컨설팅의 결과라고 하였습니
다. 이러한 결과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격률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한국어 교육에서 교원의 역할이 지닌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중국인 한국어 교원은 이미 많은 수가 중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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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 재학 중인 예비 교원의 수도 매우 많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인 교원의 메타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을 위한 수업 컨설팅 연구를 통해 교사 발화 능력 향상을 주도
한 이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 풍성한 연구
를 수행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분과

2
수업 계획과 운영 Ⅰ

사회 : 김은경(상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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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한국어(KSL) 학습자를 위한 국어 교과 학습 도구 기능
-초등 2학년을 중심으로김혜영(공주교육대학교)⋅손다정(서울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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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초중등학교에 다문화 배경 학습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한국어(KSL) 교육 과정이 개발·고시되었다. 한국어 교육 과정은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되 다문화 배경의 학습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다양한 이유
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교육 과정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 집단은 상당히 이질
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을 비롯하여 장기간 해외 체류
후 한국에 들어와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한 학생, 중도 입국하거나 외국인 자녀로 한국어 능력이 거의 없는 학생 등 한
국어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육 과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1).
또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것은 일반적인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대상 학습자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최근 통계 자료2)에서도 이와 같
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 가족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로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을 꼽은 응
답이 9세에서 11세 이하에서 32.5%, 12세 이상 14세 이하에서 29.9%, 15세 이상 17세 이하에서 12.9%로 나타났다. 또

1) 2012년, 2015년 한국어 교육 과정
2) 통계청 다문화 가족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조사 결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001300981&vw_cd=MT_TM2_TITLE&list_id=101_B01_101_
B01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TM2_TITLE&path=%252FeasyViewStatis%252Fcu
stomStatisIndex.do
다문화 가족 자녀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이유 조사 결과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001300979&vw_cd=MT_TM2_TITLE&list_id=101_B0
1_101_B01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TM2_TITLE&path=%252FeasyView
Statis%252FcustomStat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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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이유로 한국어를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9세 이상 11세 이하에서 24.1%로 나타
났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나아가 학교를 그만두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학습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학습자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KSL) 교육 과정에서는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학습을 위한 한국어 능력도 갖출 것을 목표로 하였다3). 교육 과정의 고시와 함
께 교재도 개발되어 이미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교재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 교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먼저 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대상 학습자 수가 학급 구성이 가능할
만큼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수준이 비슷한 학습자를 따로 모아 학급을 개설하는 것도 현
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결국 다양한 연령, 학년, 한국어 수준의 학생들이 뒤섞인 상태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된다. 2012
년에 고시된 교육 과정에 따라 개발된 교재에서는 학생의 연령, 학년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다만 한국어 수준만을 고려하
여 두 권의 교재로 발간되었다. 이때 한국어 수준은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결
과적으로 학습자들의 학습을 위한 한국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앞선
교재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7년에 고시된 교육 과정에 따라 개발된 교재에서는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와 학습을 위한 한국어를 분리하였다. 또한 학습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초등학교급에서 2개의 학년을 묶는
시도를 하였다.
교육 과정의 고시, 교재의 발간과 더불어 관련 연구도 진행되었다. 여러 연구에서 초중등학교에서 실시되는 한국어 교
육을 위한 여러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 과학 등의 교과를 위한 학습 한국어 교육 방안이 중심이 되고 있
다. 사회, 과학 등의 교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과 달리 기타 교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 과정이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실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
에 다양한 교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되어야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먼저 초등학교 국어 교과를 중심
으로 하여 국어 교과의 학습을 위해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국어 교과는 한국어 교과와 목표가 서로 다
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한국어’에 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어 교과를 학습하
는 데 필요한 한국어 능력의 특수성을 간과하기 쉽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일상생활 의사소통 능력과는 다른
학습을 위한 한국어 능력의 개념을 밝히고 특히 국어 교과의 학습을 위해 필요한 한국어 능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다
음으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분석하여 학습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국어 교과 학습
도구 한국어 기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3) <한국어 교육 과정의 목표>
한국어 과목은 학습자로 하여금 생활 한국어 능력과 학습 한국어 능력을 포괄하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데
에 목표를 둔다. 이와 동시에 상호 문화 이해 능력을 함양하고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데에도 목표를
둔다.
한국어 과목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달성시키고자 하는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한국어 능력을 함양한다.
나. 모든 교과 학습에 기초가 되는 학습 도구로서의 한국어 능력을 함양한다.
다. 학교의 교과 수업 상황에 능동적인 학습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교과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기른다.
라.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호 문화 이해 및 소통 능력을 기른다.
마.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한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태도와 정체성을 함양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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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한국어
2.1 학습 한국어의 개념
커민스(Cummins, 2000a, 2000b)에서는 학문적 상황에서 필요한 언어 능력을 일상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필요한 언어
능력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일상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술(BICS: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상적 의사소통은 대인 의사소통으로 맥락을 내포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
런데 학문 상황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은 이와는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맥락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학문 상황에서는 인
지 학문적 언어 숙달도(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어교육에서는 특히 다문화 배경 아동, 청소년 학습자와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 대상이 되는 학습자들에게 커민
스의 이와 같은 구분을 적용해 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의 연구 보고서에서는 다문화 배경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총체적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총체적 의사소통 능력이란 일상생활
의 영위를 위한 생활 언어 능력과 학습 상황에서 필요한 교과 학습 언어 능력 등이며 이와 함께 언어와 관련한 문화 감
수성과 자국어 및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등이 집약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주목할 것은 ‘생활 언어 능력’과 ‘교과
학습 언어 능력’을 구분한 것이다. 이 역시 맥락의 성격에 따라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능력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힌 커민스의 견해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와 같은 견해는 초중등 한국어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2012년 개발 고시된 초중등 한국어 교육 과정에
서 교육의 내용으로 ‘생활 언어 능력’은 ‘생활 한국어’로, ‘교과 학습 언어 능력’은 ‘학습 한국어’로 제시하였다. 조영달
(2006), 권순희(2007), 원진숙(2008), 박진욱(2009), 김지애(2010), 윤이나(2010), 진소희(2013), 최근애·이병규(2013), 전
은주(2014), 김소영(2014), 정다운·손다정(2018) 등에서도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 ‘학습 한
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학습 한국어 정의를 종합하면 학습 한국어란
생활 한국어와 구분되는 것으로 다문화 배경의 학습자가 학교에서 교과의 내용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이다.

2.2 학습 한국어의 하위 분류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확고해지면서 교과 학습을 위한 학습 한국
어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학습 언어(박진욱, 2009)’, ‘학습 한국어(원진숙, 2008 등)’, ‘학습
어휘(최근애·이병규, 2013)’로 통합하여 학습 한국어를 설명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학습 한국어에 포함되는 언어의 특징
을 중심으로 학습 한국어를 새롭게 분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지애(2010), 김민진(2018)에서는 학습 어휘를 중심으로
‘학습도구어’와 ‘학습내용어’로 구분하였다. 이때 학습 내용어는 교과의 내용으로 학습 대상이 되는 것이며 학습 도구어는
교과의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신명선(2004, 2008), 손경미(2010) 등에서는 ‘사고도구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신명선(2004)에서 ‘Academic vocabulary’를 사고도구어로 번역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김지애(2010)에서는 ‘사고도구어’라는 표현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 ‘학문’이 아닌 ‘학
습’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 주장하였다. 김지애(2010)의 설명과 같이 ‘사고도구어’, ‘사고 기술’, ‘사고 기능’ 등의
용어는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준호(2009)에서도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들
에게 필요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중 학문적 언어 기능의 하위 기술로 사고 기술을 들고 있다. 한편 심혜령·이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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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에서는 학습 한국어 능력이 단순히 언어 능력만을 말하거나 학술 역량의 함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며 학습
도구 한국어를 학습 한국어의 하위 범주로 두었다. 이때 학습 도구 한국어 능력은 ‘학습 활동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사
고 기능들을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사고 기능이 곧 학습 도구 한국어 능력이 되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학습 도구’라는 표현이 학습의 도구가 되는 한국어를 설명하는 데 더 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학습 한국어가 교과 내용과 관련한 한국어, 교과 내용을 학습하는 도구가 되는 한국어를 포함한다는 것은 2012년에 고
시된 초중등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2012년 교육 과정에서 학습 한국어는 ‘국어·수학·사회·과학 주제별 핵심
어휘’와 ‘학습 의사소통 기능 및 전략’을 언어 재료로 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여기에서 ‘국어·수학·사회·과학 주제별 핵
심 어휘’는 학습 내용이 되는 한국어로 ‘학습 의사소통 기능 및 전략’은 학습 내용을 학습하는 도구가 되는 한국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2017년에 개정 고시된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학습 한국어’를 ‘학습 도구 한국어’와 ‘교과 적응 한국어’로 분
류하고 있다. ‘학습 한국어’ 자체를 개별 교과를 학습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한국어로 본 것이 아니라 ‘여러 교과의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영역’으로 보았기 때문이다(심혜령·이선중, 2019). 초중등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은 학
습자들이 평소 학습을 하는 학급에서 실시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 대부분이 다문화 배경인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문
화 배경 학생들이 여러 학년, 여러 학급에 흩어져 있는 데다가 총 인원도 많지 않아 별도의 통합 교실에서 이질적인 학
습자들이 모여 함께 한국어를 학습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 교실에서 학습하기 어렵다. 이에 한국
어 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이 되는 학습 한국어에서 개별 교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교과 내용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초적 단계’인 ‘교과 적응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
습 도구 한국어’로 하위 범주화하였다(심혜령·박석준, 2017).
한편 손희연(2018)에서는 학습 도구 한국어의 학습 도구적 기능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학습 도구 한국
어가 학습하는 데 필요한 ‘기술(skills)’, ‘전략(strategies)’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심혜령·이선중(2019)에서는 이 견해
가 학습 도구 한국어를 ‘학습 기술’로 단순하게 처리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학습 도구 한국어를 교과를 학습하는 데 필요
한 ‘자기 관리 기술, 수업 참여 기술, 읽기 기술, 쓰기 기술, 정보 처리 기술, 시험 치기 기술’과 같은 학습 기술로 설정하
면 ‘한국어’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한편 정다운·손다정(2018)에서는 베이커(Baker, 2011), 커민스(2013)의 견해를 바탕으로 인지, 학문, 언어, 사회문화적
요소가 학습 한국어 능력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학습 한국어 능력도 한국어 능력의 일종이므로 한국어 어휘, 문
법 등에 대한 언어 요소가 반드시 포함된다. 학습 한국어를 생활 한국어와 차별화하는 것은 그 밖의 요소이다. 먼저 ‘학
문 요소’는 교과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교과 내용 한국어와 교과 내용 적응 한국어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인지 요소’는 교과별 내용을 분석,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학습 도구 한국어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이
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요소’는 학교, 학습 등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심혜령·이선중(2019)에서는 학습 도구 한국어 교육을 위한 내용을 학습 활동과 학습 기능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학습
활동은 ‘학령기 한국어(KSL) 학습자들이 학습 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활동’이며 학습 기능은 ‘학습 기술과 사고 기능
을 합친 개념’이라 하였다. 즉 앞선 연구의 ‘인지 요소’는 ‘학습 기능’에, ‘사회문화적 요소’는 ‘학습 활동’과 서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인지 요소와 사회문화적 요소를 학습 한국어 능력을 구성하는 언어, 학문, 인지, 사회문화적 요소 중 학습
도구 한국어 능력의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학습 한국어의 하위 분류를 종합하면 학습 한국어는 학습 내용 한국어와 학습 도구 한국어로 크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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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 있다. 모두 언어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학습 한국어이다. 그러나 학습 내용 한국어는 학문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교과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표현하는 한국어와 모든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초가 되는 한국어로 나눌 수 있다. 각
교과별로 전문적인 학문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교과와 상관없이 학습에 두루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학습 도구 한국어는 학습을 위한 인지 능력과 사회문화적 능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한국어라 할 수 있다. ‘학습’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활동과 관련한 한국어와, 내용을 학습하는 데 인지 능
력의 동원을 요구하는 기능과 관련한 한국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1> 학습 한국어의 하위 분류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교과의 내용을 학습하도록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한국어교육에서 교과 내용별 한
국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제안된 것이 교과 내용 적응 한국어교육이다. 그런데 교과 내용별
한국어와 교과 내용에 적응하는 데 기초가 되는 한국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모
든 교과의 내용과 관련된 한국어를 구분해 낸다 하더라도 개별 교과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와 비교해 그 양이 미
미하다면 이를 따로 학습하는 효과가 떨어진다. ‘적응’이라는 표현에도 문제가 있다. ‘적응’이라는 표현은 마치 다문화 배
경 학습자들이 교실이나 학습 내용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것은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이 겪는 학습
의 어려움이 학습 한국어가 부족한 때문이 아니라 학습 자체가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학습 내용 한국어를 교과별 내용 한국어와 교과 내용 적응 한국어로 분류하고 학습 한국어 교육에서 교육
내용으로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것보다 학습 도구 한국어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양한 학습자
들이 교실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교실이라는 동일한 상황에서 학습이라는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는 학습자들에게
학습 도구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교과
학습 과정에서 하게 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어를
학습 도구 한국어로 정의하고 이를 중심으로 학습 한국어의 교육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이때 학습 활동은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수업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활동을 말하며 학습 기능
이란 학습이 일어나게 하는 인지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사고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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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 도구 기능
3.1 학습 한국어교육의 학습 도구 기능
2017년 개정 고시된 한국어(KSL) 교육 과정을 비롯하여 박진욱(2009), 김지애(2010), 손경미(2010), 심혜령·박석준
(2017), 김민진(2018), 정다운·손다정(2018), 심혜령·이선중(2019) 등에서는 다문화 배경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
국어교육의 교육 내용으로 학습 도구 한국어를 제시하고 있다. 용어와 정의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학교에서 교과를 학
습하는 데 도구가 되는 한국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
하는 교실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학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 시수나 한 학급을 구성하는 학습자의 수가 일정하게 유
지되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학습 내용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국어 수업을 실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적은 수업 시간 안에 모든 학습자가 자신의 교실에서 학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교과의 내용을 학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보다 효율적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고 학습자의 학습 능력 향상을 높이는 것은 학습 도구 한국어 교육이다.
2장에서 학습 도구 한국어는 다시 학습 활동 한국어와 학습 도구 기능 한국어로 구분하였다. 학습 활동 한국어는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하게 되는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한 것이며 학습 도구 기능 한국어는 학습이 일어나게 하는 사고 활성
화와 관련한 것으로 보았다. 심혜령·이선중(2019)에서는 학습 활동에 대해 이것이 “학습 도구 한국어 교육의 내용으로 설
정되어 본격적인 교과 학습을 하기 전 단계에서 학습자가 한국어로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심혜령 외(2017)에서 실시한 생애과정적 관점에 의한 접근 등을 바탕으로 하여 학령기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학습 활동으로 계획서 작성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토론하기, 발표하기, 필기하기, 문제 풀기 등을 제시하였다.
사고 활성화를 유발하는 학습 도구 기능 한국어와 관련하여서는 스티긴스 외(Stiggins, 1986), 마르자노 외(Marzano,
1988), 오말리와 발데즈 피어스(O’Malley & Valdez Pierce, 1996), 이준호(2009), 심혜령·이선중(2019) 등의 연구를 참고
할 수 있다. 스티긴스 외(1986)에서는 사고 기능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고 기능을 상기하기(recall), 분석하기(analysis), 비
교하기(comparison), 추론하기(inferences), 평가하기(evaluation)의 5개로 구분하였다. 마르자노 외(1988)에서는 인간의 사
고 기능 전반을 정리하였다. 초점을 맞추는 기능(focusing skills),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information gathering skills), 기
억하는 기능(remembering skills), 조직하는 기능(organizing skills), 분석하는 기능(analyzing skills),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기능(generating skills), 통합하는 기능(integrating skills), 평가하는 기능(evaluating skills) 등이다. 각 기능의 세부 기능은
다음 <표1>과 같다.
사고 기능

세부 기능

초점을 맞추는 기능(focusing skills)

문제 정의하기, 목표 설정하기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information gathering skills)

관찰하기, 문제 제기하기

기억하는 기능(remembering skills)

부호화하기, 상기하기

조직하는 기능(organizing skills)

비교하기, 분류하기, 순서화하기, 표현하기

분석하는 기능(analyzing skills)

속성과 구성 요소 확인하기, 관계와 양상 확인하기, 주제 확인하기, 오류 확인하기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기능(generating skills)

추론하기, 예언하기, 정교화하기

통합하는 기능(integrating skills)

요약하기, 재구조화하기

평가하는 기능(evaluating skills)

준거 설정하기, 확증하기

<표1> 사고 기능 목록(마르자노 외,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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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말리와 발데즈 피어스(O’Malley & Valdez Pierce, 1996)는 스티긴스(1986)을 바탕으로 사고 기능을 정리하였다. 이
해하기(comprehension), 분석하기(analysis), 비교하기(comparison), 통합하기(synthesis), 평가하기(evaluation) 등이다. 여
기에서 이해하기는 상기하기, 정보를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기 등을 포함하는 기능이다. 이준호(2009)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고 기술을 정리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사고 기술을 종합하고 이에 한국의 대학과 대학원
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활동이나 선행 연구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한 것을 추가하여 이해하기, 분석하기,
분류하기, 순서화하기, 비교하기, 통합하기, 추론하기, 정체성 파악하기, 평가하기 등으로 최종 목록을 제시하였다.

기술

정의

이해하기

주어진 자료를 듣거나 읽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저장하고 반응하는 기술

분석하기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거나 혼재된 것을 명료화하는 기술

분류하기

부분으로 나누어진 요소들을 공통적 속성의 무리로 나누는 기술

순서화하기

사물이나 생각, 개념, 사태 등을 논리적인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기술

비교하기

차이점이나 유사점을 파악하여 설명·묘사하는 기술

통합하기

개념이나 생각 등을 결합시키거나 종합하여 전체를 구성하는 기술

추론하기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하거나 예견하고 함축된 의미를 해석하거나 가정하는 기술

논증하기

이유나 원인, 근거 등을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설득하는 기술

정체성 파악하기
평가하기

글의 장르나 서술 구조를 파악하고 필자-화자의 생각이나 태도를 파악하는 기술
의견이나 논제가 가지는 질, 가치, 신빙성 등에 대해 판단하는 기술

<표2> KAP 학습자를 위한 사고 기술의 최종 목록(이준호, 2009)
심혜령·이선중(2019)에서는 중등 한국어(KSL) 학습자를 위한 학습 도구 한국어의 교육 내용이 되는 학습 기능을 목록
으로 제시하였다. 이 목록에 포함된 학습 기능은 목표 설정하기, 순서화하기, 제안하기, 조정하기4), 요약하기, 정교화하기,
정보 수집 및 공유하기, 토의하기, 주제 확인하기, 추론하기, 메모하기, 분류하기, 구성 요소와 속성 확인하기, 핵심 정리
하기, 양상 확인하기, 관계 파악하기, 문제 해결하기, 오류 확인하기, 표현하기, 재구조화하기, 질문하기, 진위 확인하기,
증명하기, 비교하기, 암기하기, 성찰하기, 예측하기, 의문 형성하기, 묘사하기, 기술하기, 준거 설정하기, 가치 판단하기 등
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도구 한국어의 교육 내용이 되는 학습 기능은 학습 기술과 사고 기능을
합친 것이다. 손희연(2018)과 변영계 외(1999)의 정의를 따라 학습 기술을 “학습자 스스로의 학습 목표를 정하고 학업 성
취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관련된 일련의 기술”로 설명하였다. 이는 본고에서 설정한 학습 기능과 차

4) 조정하기는 학습 한국어 관련 연구와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추출된다. 그렇지만 조정하기가 의미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
심혜령·이선중(2019)에서는 조정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때 서로 의논하고 양보하여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조정’ 정의 중에서 “조정8(調停)「명사」 「1」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함”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조정하기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 중에서 “조정9(調整)「명사」 「1」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의 의미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독서
과정을 계획하고,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도록 한다.”, “일회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기보다는 수시로 또는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신의 쓰기 행위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활동을 습관화하도록 안내한다.” 등으로 표현된다.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조정하
기는 여러 사람의 의견 차이를 줄여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친다, 교정한다 등의 의미에 가까운 것이다. 이에 조정하기
는 1과 2로 나누어 따로 제시하기로 하였다.

111
이가 있다. ‘메모하기’ 등은 학습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초등 한국어(KSL) 학습자를 위한 학습 도구 한국어의 교육 내용이 되는 학습 도구 기능을 분석하였다. 이병
규 외(2018)에 따르면 초등 한국어(KSL) 교재에서 ‘학습 도구 한국어’는 “교과 학습 지원을 위한 언어 소통 신장을 목표”
로 한다고 하였다.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으로 나누어 “해당 학년군의 교과 학습 내용과 연관된 주제”에 “학
습 도구 기능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어휘와 문법을 학습하여 학습 한국어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하였다. 이병규 외(2018)의 연구 보고서에서 교재에 반영하기로 한 학습 도구 기능이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
다. 다만 “학습 도구 한국어”의 교수요목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습 도구
기능은 이해하기, 예상하기, 계획하기, 비교하기, 분류하기, 칭찬하기, 문제 해결하기, 관찰하기, 차례 생각하기, 조사하기,
설명하기, 되돌아보기, 평가하기, 소개하기, 표현하기, 방법 알아보기, 추론하기, 내용 간추리기, 짐작하기, 제안하기, 상상
하기, 추측하기, 확인하기, 자료 활용하기 등이다5).
사고 기능, 학습 기능 등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사고의 활성화와 관련한 학습 도구 기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목표 설정하기, 순서화하기, 제안하기, 조정하기1, 요약하기, 핵심 정리하기, 정교화하기, 정보 수집하기, 공유하
기, 토의하기, (주제/양상) 확인하기, 추론하기, 분류하기, 구성 요소와 속성 확인하기, 관계 파악하기, 문제 해
결하기, 오류 확인하기, 표현하기, 재구조화하기, 진위 확인하기, 증명하기, 비교하기, 성찰하기, 예측하기, 의문
형성하기, 문제 제기하기, 묘사하기, 기술하기, 준거 설정하기, 가치 판단하기, 평가하기, 이해하기, 분석하기,
통합하기, 논증하기, 정체성 파악하기, 문제 정의하기, 관찰하기, 부호화하기, 상기하기, 계획하기, 설명하기, 방
법 알아보기, 상상하기, 추측하기

<표3> 학습 도구 기능

5) 초5~6학년군 ‘학습 도구’ 한국어 교재의 12과는 “비교해서 알아요” 단원이다. 이 단원의 주제는 “1. 여러 가지 크기를 비교하여 이
해하기, 2. 중요한 특징을 찾아 서로 비교하기”이다. 이 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습 도구 기능은 비교하기와 이해하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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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어 교과와 학습 도구 기능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교육의 목표6)와 함께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별로 교수･학습 내용과 이 내
용을 통해 지향하는 기능7)을 제시하고 있다. 국어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갖추도록 하는 기능을 중
심으로 국어 교과에서 추구하는 학습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을 종합하면 다
음과 같다.

(맥락) 이해하기, (맥락/자료/매체) 활용하기, (독자/청자) 분석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내용 확인하
기, 표현하기, 전달하기, 추론하기, 평가하기, 감상하기, 경청하기, 공감하기, 상호 교섭하기, 점검하기, 조정하기
28), 몰입하기, 비판하기, 성찰하기, 통합하기, 적용하기, 공유하기, 아이디어 생산하기, 글 구성하기, 고쳐 쓰기,
독자와 교류하기, 문제 발견하기, 자료 수집하기, 비교하기, 분류하기, 범주화하기, 종합하기, 설명하기, 검증하
기, 해석하기, 비평하기, 향유하기, 모방하기, 창작하기, 소통하기

<표4>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

6) <국어과 교육 과정의 목표> 국어로 이루어지는 이해･표현 활동 및 문법과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품위 있고 개성 있는 국어를 사용하며, 국어문화를 향유하면서 국어의 발전과 국어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작품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익
힌다.
나.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 및 문법 탐구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갖춘다.
다. 국어의 가치와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국어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른다.
7)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각 영역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영역

듣기·말하기

읽기

8) 각주 8 참조

기능
∙ 맥락 이해･활용하기
∙ 청자 분석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자료･매체 활용하기
∙ 표현･전달하기
∙ 내용 확인하기
∙ 추론하기
∙ 평가･감상하기
∙ 경청･공감하기
∙ 상호 교섭하기
∙ 점검･조정하기
∙ 맥락 이해하기
∙ 몰입하기
∙ 내용 확인하기
∙ 추론하기
∙ 비판하기
∙ 성찰･공감하기
∙ 통합･적용하기
∙ 독서 경험 공유하기
∙ 점검･조정하기

영역

쓰기

문법

문학

기능
∙ 맥락 이해하기
∙ 독자 분석하기
∙ 아이디어 생산하기
∙ 글 구성하기
∙ 자료･매체 활용하기
∙ 표현하기
∙ 고쳐 쓰기
∙ 독자와 교류하기
∙ 점검･조정하기
∙ 문제 발견하기
∙ 자료 수집하기
∙ 비교･분석하기
∙ 분류･범주화하기
∙ 종합･설명하기
∙ 적용･검증하기
∙ 언어생활 성찰하기
∙ 몰입하기
∙ 이해･해석하기
∙ 감상･비평하기
∙ 성찰･향유하기
∙ 모방･창작하기
∙ 공유･소통하기
∙ 점검･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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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은 국어과 학습을 위한 학습 기능이 아니라 국어과 교육을 통해 학습
자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기능이다.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을 참고로 하되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의 학습에 필요한 기능을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국어 교과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학습 도구
기능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4. 국어 교과 학습을 위한 학습 도구 기능
4.1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분석
4.1.1 분석 대상과 방법
본고에서는 초등 한국어(KSL) 학습자를 위한 학습 한국어교육에서 국어 교과의 학습을 위한 학습 도구 기능 한국어가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국어 교과를 학습하는 데 필요
한 학습 도구 기능을 분석하였다9). 학습 도구 기능과 관련하여 학습 도구어를 확인하고 선정하는 연구(김지애 2010, 김
민진 2018 등)에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말뭉치로 구축하여 어휘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학습 도구어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
에서도 교과서의 내용을 수집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교과서 분석의 목표가 학습 도구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기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을 지시문만으로 한정하였다. 다음은 수집한 지시문 중
일부이다.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의 지시문>
ㄱ. 친구와 화해한 경험을 떠올리며 <다툰 날>을 읽어 봅시다.
ㄴ. 2를 바탕으로 하여 이름을 지은 방법에 따라 만두를 나누어 봅시다.

지시문을 수집한 결과 국어 교과의 지시문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학습 도구 기능]+[학습 활동]의
구조로 된 지시문이 있다. 위에서 제시한 예 중에 ㄱ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친구와 화해한 경험을 떠올리며’는 ‘상기하
기’라는 학습 도구 기능을 요구한다. ‘<다툰 날>을 읽어 봅시다’는 ‘읽기’라는 학습 활동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학습 도구
기능]의 구조로 된 지시문 유형이 있다. ㄴ이 그 예이다. 이 지시문에서는 학습자에게 ‘분류하기’라는 학습 도구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분석 근거와 그에 따른 유형 판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9) 이번 발표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교육 내용을 학년(군)별
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학년(군)은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개발된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2019)에서도 ‘학습 도구’ 영역을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의 학년군별로 하고 있다. 이에 순차적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번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초1 국어 교과는 한글 해득이 주된 내용이므로, 본 발표에서는 초2로 범위를 제한하여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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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문 유형 분석 사례>
지시문

친구와 화해한 경험을 떠올리며

<다툰 날>을 읽어 봅시다.

분석

상기하기

읽기

유형1

[학습 도구 기능]

[학습 활동]

판단 근거

떠올리며

읽어

지시문2

2를 바탕으로 하여 이름을 지은 방법에 따라 만두를
나누어 봅시다.

분석

분류하기

유형2

[학습 도구 기능]

판단 근거

나누어

지시문을 분석하여 지시문을 통해 요구하는 학습 도구 기능만을 추출하기로 하였다. 학습 한국어의 선행 연구와 국어
과 교육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능 용어가 서로 다르므로 지시문에서 요구하는 학습 도구 기능을 학습 한국어에서 제안하
고 있는 학습 도구 기능과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4.1.2 분석 결과
분석 결과,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의 지시문에서 나타나는 학습 한국어의 학습 도구 기능은 ‘상기하기, 추론하기,
가치 판단하기, 평가하기, 성찰하기, 문제 해결하기, 핵심 정리하기, 관찰하기, 분류하기, 정보 수집하기, 기술하기, 순서화
하기, 의문 형성하기, 예측하기, 요약하기, 비교하기, 방법 알아보기, 상상하기, 설명하기’ 등이었다.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국어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이 학습하기를 기대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내용 확인하기,
평가하기, 추론하기, 모방하기, 창작하기, 점검하기, 적용하기, 내용 생성하기, 성찰하기, (맥락) 이해하기, 자료 수집하기,
조정하기2, 공유하기, 분류하기, 아이디어 생성하기, 설명하기, 비교하기’ 등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익히
는 과정을 포함하여 국어 교과서 전체 지시문에서 나타나는 기능을 학습 한국어교육을 위한 학습 도구 기능으로 분석하
면 상기하기, 순서화하기, 문제 해결하기, 정리하기, 관찰하기, 예측하기, 묘사하기, 상상하기, 방법 알아보기 등이 더 추
출된다. 그밖에도 선택하기, 이유 말하기 등의 학습 도구 기능을 요구하는 지시문이 있었다.

대상

학습 한국어

공통

국어 교과서

학습 도구 기능

상기하기, 문제 해결하기, 핵
심 정리하기, 관찰하기, 기술
하기, 순서화하기, 의문 형성
하기, 예측하기, 요약하기, 상
상하기, 방법 알아보기

추론하기, 평가하기, 성찰하
기, 분류하기, (정보/자료) 수
집하기, 비교하기, 설명하기

묘사하기, 내용 확인하기, 모
방하기, 창작하기, 점검하기,
조정하기2, 적용하기, 내용/아
이디어 생성하기, 공유하기

기타

선택하기, 이유 말하기

<표5> 초등 2학년 국어 교과서의 학습 도구 기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추론하기, 평가하기, 성찰하기, 분류하기, (정보/자료) 수집하기, 통합하기, 비교하기, 설명하
기’였다. 다음이 초등 2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습 도구 기능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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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도구 기능

지시문

판단 근거

1

[추론하기]

<잠자는 사자>에 나오는 아이의 마음이 어떠할지 말해 봅시다.

어떠할지

2

[평가하기]

친구가 낭송하는 시를 듣고 잘한 점을 칭찬해 봅시다.

잘한 점을 칭찬해

3

[성찰하기]

자신이 발표를 잘했는지 붙임딱지를 붙이며 확인해 봅시다.

자신이 __을/를 잘했는지 확인해

4

[분류하기]

1에서 이야기의 내용을 쓴 부분은 ‘내용’,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쓴
부분은 ‘생각과 느낌’이라고 써 봅시다.

부분은, - 부분은

5

[(정보/자료) 수집하기]

자주 먹는 다른 음식의 이름도 조사해 보고 음식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조사해

6

[비교하기]

소리가 비슷한 낱말을 서로 연결해 봅시다.

비슷한

7

[설명하기]

떠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물건을 설명하는 글을 써 봅시다.

설명하는

<표6> 학습 한국어와 국어과 교육 과정의 공통 학습 도구 기능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은 아니지만 초등 2학년 국어 교과서의 지시문에서 추출할 수 있는 기능으로
‘상기하기, 문제 해결하기, 핵심 정리하기, 관찰하기, 기술하기, 순서화하기, 의문 형성하기, 예측하기, 요약하기, 상상하기,
방법 알아보기’ 등이 있었다. 다음이 그 예이다.

학습 도구 기능

지시문

판단 근거

1

[상기하기]

<풀밭을 걸을 땐>을 다시 읽고 떠오르는 장면이나 자신의 경험을 친
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떠오르는

2

[문제 해결하기]

3에서 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친구
들 앞에서 발표해 봅시다.

도울 수 있는 방법

3

[핵심 정리하기]

발명하고 싶은 물건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보기와 같이 설명할 내
용을 정리해 봅시다.

특징이 드러나도록 정리해

4

[관찰하기]

동물원에 어떤 동물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살펴봅시다

5

[기술하기]

기억에 남는 이야기 속 인물을 떠올려 보고 그 특징을 정리해 봅시
다.

특징을 정리해

6

[순서화하기]

2에서 찾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써 봅시다.

차례대로

7

[의문 형성하기]

사슴벌레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궁금한

8

[예측하기]

설명하고 싶은 물건에 대해 친구들이 궁금해할 내용을 떠올려 써 봅
시다.

궁금해할 내용을 떠올려

9

[요약하기]

학교 뒤뜰에서 있었던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상황을 정리해

10

[상상하기]

그때 남자아이의 마음도 상상해 봅시다.

상상해

11

[방법 알아보기]

시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방법

<표7> 학습 한국어의 학습 도구 기능
학습 한국어교육의 학습 도구 기능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나 초등 2학년 국어 교과서의 지시문에서 추출되는 국어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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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과정상의 기능이 다수 있었다. ‘묘사하기, 내용 확인하기, 모방하기, 창작하기, 점검하기, 조정하기2, 적용하기, 내용/아
이디어 생성하기, 공유하기’ 등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 도구 기능
1

[묘사하기]

2

지시문

판단 근거

(보기)와 같이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써 봅시다.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써

[내용 확인하기]

<국어 시간>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2) '나는
' 은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읽고 물음에 답해

3

[모방하기]

<묻고 답하는 노래>에서 답하는 부분을 (보기)처럼 바꾸어 주고받는
말놀이를 해 봅시다.

(보기)처럼 바꾸어

4

[창작하기]

2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해 이야기를 만
들어 봅시다.

만들어

5

[점검하기]

시 속 인물의 마음을 상상하며 시를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6

[조정하기2]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며 1에서 여자아이가 한 말을 고운 말로
바꾸어 봅시다.

바꾸어

7

[적용하기]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

배운 내용을 실천해

8

[내용/아이디어 생성하기]

발명하고 싶은 물건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보기와 같이 설명할 내
용을 정리해 봅시다.

설명할 내용을 정리해

9

[공유하기]

풀밭을 걸어 본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나누어

<표8> 국어과 교육 과정의 학습 도구 기능
한편 교과서 분석 결과 ‘선택하기, 이유 말하기’ 등의 학습 도구 기능도 추출되었다. 그런데 이 학습 도구 기능은 학습
한국어 관련 선행 연구와 국어과 교육 과정 모두에서 학습 도구 기능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음과 같은 지시문에서
선택하기, 이유 말하기 등의 학습 도구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학습 도구 기능
1

[선택하기]

2

[이유 말하기]

지시문

판단 근거

친구들 앞에서 낭송하고 싶은 시를 정해 봅시다.

정해

1에서 꾸며 주는 말을 고른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까닭

<표9> 새롭게 추출된 학습 도구 기능

4.2 국어 교과 학습을 위한 학습 도구 기능 설정을 위한 시사점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학습 도구 기능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모두 29개의 학습
도구 기능이 추출되었다. 국어 교과를 학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습 한국어에서 학습 도구 기능으로 설정하고 있
지 않은 것은 모두 11개였다. 묘사하기, 내용 확인하기, 모방하기, 창작하기, 점검하기, 조정하기2, 내용/아이디어 생성하
기, 공유하기, 선택하기, 이유 말하기 등이다. 29개 중 11개에 달하는 수이다. 이번 분석이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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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만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국어 교과서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그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군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 한국어 교재, 학습 도구편에서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는 학습 도구 기능과 비교해도 국어 교과
서에서 학습을 위해 필요한 학습 도구 기능 중 9개의 기능 정도만 학습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인 1~2학년군
에서는 국어, 수학, 통합 교과로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 있어 국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고려할 때 국어 교과
학습에 필요한 학습 도구 기능을 학습 한국어교육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학습 한국어교육의 교
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수만 적은 것이 아니다. 국어 교과 학습에 필요하지만 학습 한국어교육에 반영되지 않은 학습 도구 기능 중 ‘내용 확인
하기, 점검하기, 조정하기2, 공유하기’ 등은 국어 교과서의 거의 모든 단원에서 학습을 위해 필요한 기능이다. 또한 ‘묘사
하기, 이유 말하기’ 등은 국어 교과에서뿐만 아니라 전 교과에 걸쳐 학습 성과를 높이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학습 도구 기능을 학습 한국어교육의 교육 내용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습 도구 기능의 선정과 개념 정의에서도 문제를 찾을 수 있었다. 학습 한국어에서 학습 도구 기능의 선정이 체계적
이지 못하였던 결과로, 선정된 학습 도구의 기능이 서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개념상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학습 도구어 등을 제안한 연구(김지애 2010, 김민진 2018 등)에서는 말뭉치를 구축하여 어휘를 추출하는 방식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특정 어휘를 추출하여 그 어휘의 의미를 중심으로 학습 도구 기능을 설정하는 것
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정리하다’라는 어휘를 지시문에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정리하기’라는
학습 도구 기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때로는 핵심 정리하기가, 때로는 요약하기가, 때로는 기술하기 기능이 요
구되었다. 그러므로 어휘를 단순 추출하는 것으로는 각 교과의 학습에 필요한 학습 도구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
다.
앞서 설명한 ‘조정하기’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는 학습 도구 기능이 혼란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
다. 먼저 ‘표현하기’이다. 심혜령·이선중(2019)에서는 ‘표현하기’를 “정보를 표현할 때 중요한 내용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시각적, 언어적, 상징적 표현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런데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표현하기’를 ‘말하기, 쓰기’와 같은 의사소통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어 차이가 있다.
체계적인 분석이 실시되지 않았고 개념상의 혼란이 있는 채로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 유사한 의미를 가진 학습 도구 기
능이 교육 내용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묘사하기, 기술하기, 설명하기’와 ‘내용 확인하기, 이해하
기’ 등은 서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각 기능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층위를
나누어 학습 도구 기능을 체계화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줄여야 할 것이다.
지시문의 내용을 통해 학습 도구 기능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시문의 문장 구조를 분석할 필요도 있다. 문장 구
조를 분석하여 지시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지시문의 내용을 따라 학습 과정을 수행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이다.

5. 나가며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를 분석하여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습 한국어 교육, 그
중에서도 학습 도구 기능 한국어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와 초등
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KSL) 교재 등에 제시된 학습 도구 기능을 정리하고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교육의 내용으로 하
고 있는 기능을 먼저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의 지시문을 분석하여 국어 교과서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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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필요한 학습 도구 기능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를 학습 한국어의 학습 도구 기능과 국어과 교육 과정의 기능을
나누어 목록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 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어 교과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학습 도구 기능이 학습 한국어교육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용어 설정,
개념 정의, 체계화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교과서를 분석하되 어휘 추출 방
식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분석 방법에서 전환하여, 보다 정확하게 필요한 학습 도구 기능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어휘의
의미뿐만 아니라 지시문의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한정하여 학습 도구 기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고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어 교과서 전반을 분석하고 나아가 학습 한국어에 반영되어야 할 학습 도구 기능을 체계화한 목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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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초등 한국어(KSL) 학습자를 위한 국어 교과 학습 도구 기능
-초등 2학년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수미(성균관대학교)

이 연구는 학습 한국어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어 교과의 학습 도구 한국어에 초점을 맞추어 초등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습 도구 한국어 교육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연구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면
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학습 한국어의 개념은 커민스(Cummins)가 처음 제안한 용어의
개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커민스는 인지 학문적 언어 숙달도(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와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술
(BICS: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을 다른 층위에서 논의
하고 있습니다. 즉, BICS는 습득 시간으로 보면 1~3년 정도가 걸리지만
CALP는 최소 5년 이상 걸리며 모국인과 같이 유창해지기 위해서는 평생
이 걸린다고 보는 것입니다.
(cummins, 2000)
더불어 CALP의 적용은 다양한 변인이 존재하는데 언어 유창성 수준(이것이 BICS입니다.), 나이, 미국에 도착한 시기,
학습 동기, 모국어 교육 기간, 학문적 언어 유창성 수준 등입니다. 즉 이러한 변인에 따라 CALP 적용은 다르다는 것입니
다.(It can take a person from five to seven years to acquire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CALP). The
adoption of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depends on many variables such as language proficiency level,
age, time of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and at school, student motivation, total years of education in the native
language, level of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negative or low expectations from the student and the teacher,
and the degree of support.(Cummins, 2000)) 그러나 지금까지 KSL 한국어교육에서는 이러한 변인에 대한 고려보다는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의 비중이 다를 뿐 거의 동시에 가르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이 연구를 진
행한 연구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분석하여 학습 도구 한국어를 추출하고 이를 학습 한국에 가르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사점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국어 교과 학습에 필요한 학습 도구 기능을 학습 한국어교육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학습 한
국어교육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는 현재 학습 한국어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방향을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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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에서 국어 교과에 나오는 기능을 다 가르쳐야 한다면 이들의 이전의 모국어에서의 학습 경험에 대한 고려라든지
학습 한국어에서 배운다면 한국인 학습자들은 국어 교과 시간에 배우는 기능을 KSL에서는 학습 한국어 시간에 가르친다
면 이들은 국어 교과 시간에는 안 배우는 건지 등 초등교육에 대한 궁금함으로 여쭈어 봅니다.

앞으로 KSL에서 ‘학습 한국어’의 개념뿐만 아니라 하위 개념으로 쓰고 있는 ‘학습 내용 한국어’, ‘학습 도구 한국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및 이러한 개념이 구현된 ‘교재에서의 구현’이 보다 명확해지는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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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학습자를 위한‘정체성’교육 방안 연구
-허련순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이중정체성을 중심으로조수진(성균관대학교)

1. 재외동포 교육에서 조선족의‘정체성’교육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과 한민족 혈통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로 구분된다.1) ‘재외국민’은 대한민
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외국국적동포’는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를 포함한 개념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의 개념을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범주화하여, 재외동
포법에 해당하는 해외에 있는 한국 국적을 지닌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법시행령에 따른 재외동포 3세대까지의 영주권자와
4세대를 포함한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 연구가 특히 주안점을 둔 학습자는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재외동포 4세대이다. 재외동포 4세대는 앞선 3세대와 달리
언어적으로 현지 외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문화적으로 현지의 문화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다. 2003
년 11월 20일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를 전면 개정한 내용에 따르면2)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
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부모 혹은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내용을 개정하고, 2004년 3월 5일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
자’로 덧붙여 대한민국 국적취득의 범위를 대한민국 건국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3)
그렇지만 이러한 개정 내용은 ‘부모 또는 조부모’의 직계 자손으로 한정되어 3세대 이후 4세대의 재외동포 여부에 대
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재외동포 4세대를 재외동포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과 법적 개정도 논의되고 있
는 상황이다. 이러한 재외동포 4세대는 앞선 세대보다 언어와 사회문화적으로 정체성이 더욱 모호한 특성을 지니며 법적
으로 외국인에 더욱 가까운 위치에 있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재외동포 4세대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교육하는 것
은 매우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재외동포는 한국 국민의 인구 중에서 10%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의 한국어교육은 해외의 한글학교와 한국교
육원, 한국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은 후 한국 유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외동포 한국어교육 연구와 관련하여 김중섭은 현
1)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에 따르면 재외동포란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혹은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재외동포법 제2조 1항의 경우를 ‘재외국민’이라고 하고 2항의 경우를 ‘외국국
적동포’라 하고 있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시행령에 따라 법적으로 외국국적동포는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
한민국 국적(1945년 정부 수립 이후)을 보유했던 자’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1945년 정부 수립 이후를 기준으로 재외동포의 법적 지
위를 부여하던 규정은 기존의 중국과 소련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현실적으로 배제하게 되어 헌법재판소(헌재 2001. 11. 29. 99헌
마494)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3) 이용재,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과정과 과제」, 『민족연구』 제61권, 2015,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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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진행되는 재외동포의 한국어교육이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해 초급 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육의 목표를 민족정체성 함양으로 제시한 바 있다.4)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육은 언어와 문화 능력의 향
상뿐만 아니라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함양으로 이어지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그런 점에서 김종회는『중국 조선족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민족정체성을 담은 조선족 시 작품과 소설 작품을 수록하
고 ‘고향’의 의미와 조선족 문학의 다층적 정체성을 고찰하고 있다.5) 그리고 정형근은 재외동포의 한국어교육에서 역사적
경험이 내재한 ‘디아스포라 문학’ 학습의 의의를 제시한 바 있다.6) 오하은·구자황은 정형근의 재외동포 대상의 디아스포
라 문학 논의를 구체화하여 이미륵의『압록강을 흐른다』에 나타난 문화사적 요소를 교육 내용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재외동포 문학의 접근이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바탕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재외동포 문학의 ‘디아스포라’ 개념화 논의를 진전시켜 재외동포를 위한 문학교육의 목표 설정과
함께 구체적인 학습 대상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재외동포를 위한 문학
교육에서 ‘조선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체성’ 교육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조선족’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7년 재외동포재단이 조사한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 재외동포는 700만 명
(7,430,664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 재외동포의 분포를 다수거주 국가별로 살
펴보면 중국(2,548,030명), 미국(2,492,252명)7), 일본(818,626명), 캐나다(240,942명), 우즈베키스탄(181,077명), 호주
(180,044명), 러시아(169,680명), 베트남(124,458명), 카자흐스탄(109,132명), 필리핀(93,093명), 브라질(51,534명), 독일
(40,170명)의 순서로 나타난다. 조사 통계와 같이 재외동포가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은 중국으로 34.29%를 차지하고 있
다. 이들 중 2017년 중국의 재외국민 현황을 보면 영주권자 6,602명, 일반체류자 275,338명, 유학생 62,056명, 외국국적
자(시민권자)가 2,198,62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통계로 미루어 중국의 외국국적 재외국민은 영주권자를 포함하여
약 220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선족은 현재 약 220만 명 정도의 중국 재외동포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연변조선족자치구’를 중심
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편입된 상태이다. 이들 조선족 중 40-50만 명은 한국에, 40-50만 명은 청도, 북경 등 중국 관
내에 이주해 있으며, 5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일본과 미국, 유럽으로 이주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 이주의 역사는 1620년 명말 청초 강제 이민시기부터 1840년 이후 청나라의 봉금령이 해이해지고, 조선에
기근이 들어 농민들이 범월(犯越) 잠입했던 시기, 그리고 1882년부터 경작과 노역, 유랑 농민과 정치적 망명 등으로 중국
이나 연해주 각 지역으로의 이산(離散)이 진행된 것에서 시작되었다.8) 그리고 1990년대 개혁· 개방 이후에는 이른바 조
선족의 2차 이산(離散)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많은 조선족들이 중국 대도시 혹은 한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노동력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이동 현상이 진행된 것이다.
중국 조선족은 연변 자치구를 비롯한 동북 3성을 중심으로 한민족의 역사와 풍습을 이어오면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
성해 왔다. 현재에도 조선족은 한국의 언어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조선족 문학을 끊임없이 창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병우는 조선족들은 다른 지역의 재외한인들에 비해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이중정체
성’을 자신의 핵심 문제로 인식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조선족 문학에 반영되는 현상을 조선
4)
5)
6)
7)

김중섭,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하여」, 『한국어 교재 연구』, 하우, 2008.
김종회 엮음, 『중국 조선족 디아스포라 문학』, 국학자료원, 2016.
정형근,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을 위한 디아스포라 소설 활용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재외동포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이민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 역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
국인의 미국 이주뿐만 아니라 조선족의 미국 이주도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8) 설용수, 『재중동포 조선족 이야기』, 미래문화사, 2004, 65-7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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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문학의 가능성으로 제시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의 조선인들의 삶과 투쟁의 역사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소설은 조선족 문학의 업적이며 이런 점에서 조선족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9)
김형규는 언어공동체가 민족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국가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한국의 관점에서는 국가와 민족, 혹은 언
어가 이질적이면서 통일적인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중국 조선족의 특수성을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10) 이에 대해
최병우는 조선족들은 조선족이라는 민족 관념과 중국 공민이라는 국민 관념을 동시에 형성시켜 나간 점을 지적하였다.11)
이러한 지적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등 세계에 몇 안 되는 단일민족국가의 신화를 가지
고 있는 한민족의 관점에서는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이 동일시되기 마련이지만 중국의 조선족의 경우 민족정체성과 국
민정체성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닌 현상을 제시한 것이다.12)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조선족의 ‘이중정체성’은 조선족이라는 민족정체성으로 한국어를 유지해 왔
지만 조선족 1세대와 2세대 그리고 3세대와 4세대로 갈수록 정체성의 혼란을 보이고 있다. 조선족은 연변과 같이 한국어
가 주류로 사용되는 지역도 있고, 산동과 같이 한국어보다 한국의 대중문화에 친숙한 지역, 그 밖의 지역의 조선족들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족 4세대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선족의 정체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설문 조사
는 수거된 설문지로 한국으로 유학 온 조선족 유학생 20대 대상 설문지 11부를 종합하여 조선족이 느끼는 정체감을 조
사하여 보았다.
응답자는 대부분 중국 동북지역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이며, 설문 문항은 정체감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한국인,
중국인, 재외동포, 조선족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중국 현지의 조선족과 한국에 유학온 유학생의 응답이 큰 차이가 없었는
데 중국인으로 정체감은 매우 높음, 높음 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조선족의 응답은 매우 높음과 높음이 7
명으로 많았으며, 재외동포라는 응답에는 보통 10명, 높음 1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으로서 정체감은 매우 낮음과 낮음,
보통(11명)으로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조선족이 인식하는 중국인으로서 정체감에 비해 조선족
의 정체감이 약간 낮았지만 높음으로 나타났고, 재외동포의 정체감은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의 정체감은 매우 낮음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조선족 유학생들은 중국인으로서 정체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관식 문항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조선족에 대한 간단한 기술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중복되는 대답은 ‘옛 선조
가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소수민족이 된 사람’이라는 응답이었다. 그밖에 ‘한국어 또는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적이
한국이 아닌 사람들,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진 한민족, 한국이랑 연결이 되어서 한국 생활도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
견이 있었다.
연변대학교 조문학과 리범수 교수와 인터뷰 결과에서도 “조선족은 현재 모어교육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 출생한 사람은 한국어를 배우지 않고 중국어를 배우고 있어서 조선족 문학의 창작이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조선족
의 모어교육의 문제와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9) 최병우, 「조선족 문학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조선족 소설의 틀과 결』, 국학자료원, 23-25쪽.
최병우에 따르면 민족정체성의 문제는 조선족, 재일교포, 구소련 지역 고려인, 그리고 미주 지역과 기타 여러 지역의 재외한인에게
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재일교포나 고려인들의 경우 조선족에 비해 그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히 언어적 동화가 진행
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선족의 경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민족정체성을 상실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10) 김형규, 「중국 조선족 소설의 연구 현황과 현재적 의의」,『민족의 기억과 재외동포소설』, 박문사, 2009, 47쪽.
11) 최병우, 「조선족 소설과 민족의 문제」,『조선족 소설의 틀과 결』, 국학연구원, 2012.
12)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은 ‘다중정체성’ 이론을 적용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피터버그의 ‘다중정체성’ 이
론에 따르면 한 개인이 지닌 다중정체성은 사회적 구조에 의한 외적 관점과 자아의 인지 제어 시스템에 의한 내적 관점의 두 층위
로 분류할 수 있다. 외적 관점에 의한 다중정체성은 소속된 그룹과 역할, 그리고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성격에 근거하여 규정된다.
반면 내적 관점으로 규정되는 다중정체성은 ‘성품’과 ‘환경’의 두 요소에 의한 자아의 인지 제어 시스템에 의한 것이다. 김소영,
「다중정체성을 통한 트랜스아이덴티티의 확장」, 『외국문학연구』 제64권, 2016.11, 78-7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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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조선족은 세대가 내려갈수록 정체성의 혼란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 한국어로 말할 수는 있는데 읽고 쓰기를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보인다. 특히 조선족 4세대는 앞선 조선족 세대
보다 정체성이 더욱 모호한 특성을 지니며 법적으로 중국인에 더욱 가까운 위치에 있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조
선족 4세대에게 ‘정체성’을 교육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학습 대상은 한국의 재외동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체성이 가장 모호한 조선족 4세대에
해당하는 학습자이다. 조선족 중·고교생과 한국에 온 유학생, 이민자 등이 학습 대상에 해당된다.
조선족 학습자가 조선족의 특수성과 인간 보편성에 입각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작품을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문학 작품
의 교육적 접근은 조선족의 ‘정체성’ 교육을 위한 유용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자신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
는 문학텍스트를 선정하여 교육하는 것은 문화와 정서 교육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
조선족의 문학교육과 관련하여 문학교육의 목표를 제시한 이종순은 조선족을 위한 문학교육의 목적이 지식습득, 민족
정신 함양, 언어능력 증진, 수사법의 강조 등에 초점이 맞추어진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족을 위한 문학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정신적 성장에 있으며, 조선족 문학교육에서 활동 중심의 문학관의 수용과 함께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성장
에 기여하는 문학의 역할을 강조하였다.13)
국내 학습자를 위한 재외동포 문학교육의 목표와 관련한 최미숙의 연구를 살펴보면 조선족 작품에서는 한국어 작품 활
동, 정서나 상상력에 있어서의 유사성, ‘민족’을 창작의 키워드로 삼은 점 등과 같은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재외동
포를 위한 문학교육이 한민족 문학의 특성 강조에서 나아가 문학작품의 수용과 생산 교육의 차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문학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14)
조선족 소설의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조선족 학자인 이해영은 「중국 조선족 소설 교육 내용 연구」를 통해 김학철의
『해란강아 말하라』와 『격정시대』, 리근전의 『범바위』와 『고난의 연대 상·하』, 그리고 리원길의 『철야』, 최홍일
의 『눈물 젖은 두만강』을 대상 작품으로 조선족 소설을 분석하고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15)
최병우의 연구는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두만강’으로 함의되는 ‘이주’의 정서를 비롯하여, 최홍일과 최국철, 김학철, 허
련순, 우광훈 등의 작품을 깊이 있게 연구한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조선족의
모습을 다룬 허련순의 작품을 중심으로 ‘정체성’의 변화를 논의한 바 있다.16) 또한 이승하는 연변 조선족의 문학교과서
연구와 함께 총 17편에 이르는 ‘두만강’ 소재의 시 작품에 나타난 역사적 의미를 분석한 바 있다.17)
이상의 논의와 같이 중국 조선족은 연변 자치구를 비롯한 동북 3성을 중심으로 한민족의 역사와 풍습을 이어오면서 독
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현재에도 조선족은 한국의 언어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조선족 문학을 끊임없이 창작하
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선족의 문학교육과 정체성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이 연구에서는 조선족 문학교육의 대목표로 조선
족의 정체성 교육으로 설정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문학작품을 선정하여 작품의 교육 내용을 모색할 것이
다.
13) 이종순, 『중국 조선족 문학과 문학교육』, 신성출판사, 2005.
14) 최미숙, 「문학 교과서와 재외 동포 문학교육 -조선족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독서연구』제26집, 한국독서학회, 2011,
549-575면.
15) 이해영, 「중국 조선족 소설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6) 최병우, 앞의 책.
17) 이승하, 「연변 조선족 시인들의 시에 나타난 ‘두만강’」,『집 떠난 이들의 노래-재외동포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2013. 이 글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변 조선족 시인들의 시에 두만강이 나온다면 아마도 김해룡의 「두만강을 굽어보
며」같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된다. 또한 두만강 소재의 시 가운데서 분단 극복이나 통일 지향의 시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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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족의 정체성 교육을 위한 문학교육 텍스트 선정
조선족의 특수한 상황과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조선족의 정체성 교육을 문학교육의 대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장에서는 조선족의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족의 이중정체성이 나타난 조선족의
문학교육 텍스트 선정하여 조선족의 정체성 인식과 정체서 변모 과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체성은 자기를 인식하고 자신이 관계하는 집단과 동일시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정체성에는 자기의 현재 상황을 인
식하는 자아정체성과 자신과 집단을 동일시하는 집단정체성이 있다. 이렇게 동일시를 지향하는 집단은 가족과 사회, 국가
와 민족으로 확정되어 개인의 자아정체성에서 출발한 정체성은 가족정체성, 사회정체성, 국가정체성으로 확장된 집단정체
성을 나타내게 된다.
재외동포의 정체성은 ‘고향’이라는 개인적 의미에서 시작하여 ‘조국’(선조의 출신국), ‘고국’(자기가 태어난 나라), ‘모
국’(현재 ‘국민’으로 속해 있는 나라)과 같은 집단적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다.18) 한국인의 경우 대부분 ‘조
국’과 ‘모국’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국적 재외동포들은 조국과 고국, 모국이 불일치한 상황
이다. 조선족의 경우 한국으로 ‘모국’이라 하고, 중국을 ‘조국’이라 한다. 조국(현재 ‘국민’으로 있는 나라-중국)와 모국(선
조의 출신국-한국)의 개념이 다르고, 정체성 인식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최근 조선족의 ‘이중정체성’의 문제를 형상화한 대표적인 작가가 허련순이다. 조선족 작가인 허련순은 중국에서
국가 1급 작가의 위치에 있는 작가이다. 허련순은 전국소수민족문학상을 다수 수상하고, 2004년 단편소설「하수구에 돌
을 던져라」19)로 제25회 윤동주문학상을 수상, 2007년 장편소설『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로 제1회 김학철문학상을
수상하였다.
허련순의 작품에 관한 선행 연구는 학위논문 7편20), 국내학술지논문이 10여 편이 있다. 이들 연구는 조선족 학자 혹은
연변 지역에서 연구된 논문이 대부분이다. 연변 지역에서의 김미란의 연구는 허련순의 초기 중단편의 페미니즘 경향을 통
시적으로 고찰하였고, 허련순의 장편소설『중국색시』를 통해 문학적 치유의 가능성을 모색한 바 있다.21)
국내 학자의 연구에서 허련순은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조명되었다. 허련순의 초기 연구는 조선족 연구 관점에서 리혜선
의 르포와 비교 연구로 진행되었다.22) 최우길의 연구에서는 조선족을 고향땅을 꿈꾸던 1세대, ‘코리안 드림’에 시달리다

18) 류수열 외, 문학교육개론Ⅱ ,역락, 2014, 393쪽.
19) 허련순의 단편소설 「하수구에 돌을 던져라」는 중국의 고중(중고교) 이중언어교과서인 『조선어문』에 수록되었다.
20) 김기옥, 「재외한인 여성문학에 나타난 소수자 정체성 문제: 이혜리의 「할머니가 있는 풍경」과 허련순의 바람꽃』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차호걸, 「광복 후 중국조선족 문학사 연구」,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최미령, 「여성성장소설로서의 「뻐꾸기는 울어도」와 「가장 푸른 눈」의 비교 연구」, 연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전가흔, 「허련순 소설의 주변부 의식에 대한 연구: 『바람꽃』과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2.
장은희, 「허련순의 단편소설집 『우주의 자궁』에 대한 문체론적 고찰」,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서령, 「중국 조선족 소설 연구: 조선족 정체성 변천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박경춘, 「허련순의 소설을 통해 본 중국조선족들의 존재양상과 ‘디아스포라’ 정체성: 『바람꽃』과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
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21) 김미란, 「허련순 중단편 소설의 페미니즘 경향에 대한 통시적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45권, 2014.
, 「허련순의 『중국색시』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치유 양상」, 『현대소설연구』 제60호, 2015.
22) 조선족 3세대의 유학생활과 한국생활은 예동근 외, 『조선족 3세들의 서울 이야기』, (백산서당, 2011)에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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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이른 2세대를 넘어, ‘중국의 조선족’으로 거듭나고 있는 3세대로 구분하고, 새로운 세대를 위한 조선족 교육계의
민족교육 내용과 젊은 세대를 위한 정체성 모색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23)
허련순의 본격적인 작품 연구로 차성연의 연구는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으로『바람꽃』과『누가 나
비의 집을 보았을까』를 고찰한 바 있다.24) 이와 관련해 최병우는 허련순의 장편소설『바람꽃』,『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
을까』,『중국색시』를 ‘바람꽃 삼부작’으로 보고 각 작품에 나타난 정체성의 변모 양상을 고찰하였다. 그리고『바람꽃』
에 나타난 조선족의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 간의 갈등,『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의 가족정체성과 여성의 성정체
성, 그리고『중국색시』에 이르러 자아정체성으로 초점이 옮겨 오는 정체성의 다층적인 변모 양상을 분석하였다.25)
이와 같은 최병우의 연구는 이 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허련순의 장편소설 ‘바람꽃 삼부작’은 조선족 정체성 찾
기의 가능성으로 제시될 수 있는 작품이다. 연변의 문인을 대표하는 허련순은 장편소설을 통해 조선족의 이중정체성에 대
한 문제의식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바람꽃』에서는 조선족이 지니는 한국인으로서 민족정체성과 중국인으로서 국민정
체성과 관련된 조선족의 특수성에 기반한 이중정체성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찾을 수 있다.
1999년에 한국에 와서 2002년까지 유학생으로서 한국의 석사과정을 수학한 바 있는 허련순은『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
을까』를 발표하면서 가족정체성과 성정체성이라는 이중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2016년『중국색시』를 한국에 출간하
면서 한족과 조선족 사이의 자아정체성, ‘중국색시’로 불리는 결혼이민자의 정체성과 관련한 자기와의 ‘화해’의 전망을 제
시한 바 있다. 허련순의 장편소설 ‘바람꽃 삼부작’은 조선족의 특수성에 기반한 정체성에서 출발해 인간 보편성에 입각한
정체성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허련순의 장편소설『바람꽃』,『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중국색시』에 나타난 이중정체성을 중심
으로 조선족 학습자에게 ‘정체성’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교육 방안을 설계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
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며 작품의 완결성을 높인『중국색시』를 추
가하여 조선족 학습자에게 ‘정체성’을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 연구가 조선족 교육에서 허련순의 장편소설『바람꽃』,『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중국색시』를 중심으로 교
육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작품은 현재 조선족이 가지고 민족과 국가라는 특수성을 지닌 정체성에
서 출발하여, 가족과 여성, 자신의 자아정체성에 이르는 보편성을 동시에 제시하는 조선족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점이다. 둘째, 완성도 높은 문학적 형상화를 찾아볼 수 있다. 세 작품에 나타난 ‘바람꽃’, ‘나비’, ‘집’, ‘중국색시’, ‘패랭이
꽃’ 등의 문학적 상징은 작품을 통한 문학적 정서를 표현하는 교육에 유용하다. 셋째, 한국과 조선족, 중국의 문화요소가
작품 곳곳에 내재되어 문화적 정체감을 비교할 수 있다.『중국색시』의 경우 조선족의 사회 현상과 조선족이 유지하고 있
는 한국의 전통 문화요소(온돌, 부엌, 초혼, 장례의식) 등이 작품 곳곳에 세밀하게 묘사되었고, 한족의 문화요소(부엌, 장
례의식) 역시 묘사되고 있어 문화요소를 교육하는 교육 내용 설계에 알맞은 작품이 된다. 마지막으로 허련순은 연변 출신
의 조선족 작가로 국가 1급 작가의 위치에서 한국의 유학생활을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현재 상황과
조선족의 현재 문제와 생활, 풍속 등을 리얼하게 묘사하여, 작품을 경험하는 조선족 독자에게 정서적으로 친밀감과 자부
심을 부여하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3) 최우길, 「중국 조선족 여류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한국 -허련순과 리혜선의 글을 중심으로」,『중국 조선족 연구』, 선문대학교 중
한번역문헌연구소, 2005, 215-235쪽. 이 연구에서는 2003년 말 한국 내 중국 유학생의 수는 약 5천명인데, 이중 3분의 2가 조선
족이며, 한족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어학원 학생이 많고, 조선족 학생들은 대학원생이 많다고 한다.
24) 차성연, 「중국조선족 문학에 재현된 ‘한국’과 ‘디아스포라’ 정체성 -허련순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31권,
2010.
25) 최병우, 「허련순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정체성의 변화, -『바람꽃』,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 『중국색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71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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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련순의 작품에 나타난 조선족의 이중정체성과 교육 내용
앞 장에서는 조선족 학습자의 정체성 인식과 조선족의 정체성 교육을 교육 목표로 조선족 문학 작품에서 허련순의 장
편소설의 유용성을 고찰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허련순의 장편소설『바람꽃』,『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
까』,『중국색시』의 창작 배경을 중심으로 각 작품에 나타난 개혁ㆍ개방, 세계화,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는 조선족의 인식
변화를 고찰할 것이다.『바람꽃』은 1996년에 한국에서 출간되었고,『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는 2007년 제1회 김학
철문학상 수상집으로 한국에 출간되었다. 그리고 2016년『중국색시』가 한국에서 출간되었다. 출간 시기로 미루어 세 작
품이 10년을 주기로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람꽃』에서는 창작 배경이 되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개혁·개방 시대 조선족 사회의 변화와 조선족이 인식했던
‘한국’의 의미를 고찰할 수 있다. 다음으로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에서는 2000년대 세계화의 흐름에 따른 조선족
가정의 변화와 한국행의 의미를 고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중국색시』에서는 2010년대 다문화사회 조선족의 자기정체
성과 관련된 조선족의 다문화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작품 내적 접근을 중심으로 허련순의 ‘바람꽃 삼부작’에 나타난 문학적 형상화와 ‘이중정체성’과 관련한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우선『바람꽃』은 작품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 조선족들이 명명하는 ‘모국’으로서 ‘한
국’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난다.
다음으로『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에서는 ‘가족정체성’과 ‘성정체성’을 중심으로 ‘배’라는 공간의 설정과 ‘나비’와
‘집’의 문학적 상징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밀항’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한국’으로 막연히 귀향하려는 작품의 모티프에
서는 ‘귀소의식’과 ‘회귀본능’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중국색시』에서는 한족과 조선족 사이에서의 ‘자아정체성’과 이주여성으로서의 ‘다문화정체성’의 양상을 살
펴볼 수 있다.26) 이에 따라 ‘중국색시’로 명명되는 주인공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신과의 ‘화해’의 정서를 고찰할 수 있
다. 또한 작품에 나타난 온돌, 초혼, 장례와 같은 조선족이 보존하는 한국의 전통 문화요소와 조선족에게 낯선 한국의 문
화요소도 추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조선족 학습자의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교수-학습을 설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그 작업으로 조선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를 각 작품에 나타난 조선족의 ‘민족정체성’과 ‘가족정체성’.
‘성정체성’, ‘다문화정체성’ 등의 교육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은 텍스트의 선택과 삭제의 원리
에 따라 작품의 본문을 발췌하여 교육 내용과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26) 현재 한국에서는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조선족이 한국 사회의 노동력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한국 국민과 문화적인 괴리감
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조선족이 등장하는 작품들을 보면 그러한 시각들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2000년 이후 조선족이
형상화된 영화에서 조선족은 대부분 가해자 이미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황해>, <청년경찰>, <범죄도시> 등에서 그러하다. 이에
비해서 <미씽 사라진 여자>는 수동적으로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조선족 여성을 등장시킨다. 이러한 조선족의 가해자와 범죄
관련 이미지는 한국인에게 편견을 심어주고, 조선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저해하게 된다. 이와는 달리 2000년 이후 조선족이 주
인공으로 형상화된 소설에서 조선족 주인공은 한국 사회에서 상처를 입은 피해자로 형상화되고 있다. 천운영 「잘 가라, 서커스」,
박찬순 「가리봉 양꼬치」, 허련순 『중국 색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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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조수진의 “조선족 학습자를 위한 ‘정체성’ 교육 방안 연구 - 허련순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이중정체성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차희정(아주대학교)

조수진 선생님의 연구 발표문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체성’ 교육”이란 아젠다와 연구의 동기 또한 궁금증을 크게 유
발하여 흥미로운 연구라 생각했으며 “재외동포 문학의 ‘디아스포라’ 개념화 논의를 진전시켜 재외동포를 위한 문학교육의
목표 설정과 함께 구체적인 학습 대상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연구의 동기와 필요에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은 중국 조선족 작가 허련순의 장편소설 『바람꽃』, 『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을까』, 『중국색시』 등
세 편에 나타난 중국 조선족 이중정체성을 중심으로 “조선족 학습자에게 ‘정체성’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교육 방안을 설계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선족 학습자의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교수-학습을 설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선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를 각 소설에 나타난 “조선족의 ‘민족정체성’과 ‘가족정체
성’, ‘성정체성’, ‘다문화정체성’ 등의 교육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면서 “이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은 텍스트의 선택과
삭제의 원리에 따라 작품의 본문을 발췌하여 교육 내용과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토론자가 문학교육에 과문한 탓이 크고 또, 선생님의 발표문이 아직은 계획 단계인 것으로 이해되어 연구 내용을 구체
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선생님의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실현을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연구 동기와 목적의 문제
1-1
선생님은 현행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외국국적동포’를 이해하고 재외동포 4세대의 정체성이 앞선 세대보다 모호한 특성
을 지니며 법적으로 외국인에 더욱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중섭 연구자의 주장에 동의하며 “재외동포를 위
한 한국어교육은 언어와 문화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함양으로 이어지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족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선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체성’ 교육을 구체화하
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족 학습자를 위한 정체성 교육은 ‘한민족’ 정체성 함양인 것일까요? 즉, ‘이
중정체성’으로 명명되는 조선족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구성을 위한 학습 방법과 내용의
구체적 설계인가요? 아니면 이들의 이중정체성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러한 정체성 구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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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는 것일까요? 연구의 목적이 보다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1-1 이중정체성을 가진 조선족의 민족적 특성을 이해하고 조선족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민족 정체성 함양 교
육 방안이 연구의 목적이라면 이 연구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이 연구가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요?

1-1-2 본 연구가 중국 조선족 4세대가 그들의 이중정체성을 이해, 수용하는 정체성의 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위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의 필요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1-2 선생님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20대 조선족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시려고
합니다. 그 대상과 집단의 크기, 설문내용과 해석 등에 대한 보다 정치한 질문과 구체적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
는데 설문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변에서 온 유학생과 웨이하이, 옌타이 칭다오 등 산동 지역에서 생활했던 조
선족 학생들은 또 다른 문화를 체험한 이들로 변별되는 특성이 있을 것이고, 또 13명의 설문지 해석으로 조선족 4세대
정체성을 이해하기란 집단이 너무 작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과 해석의 정도는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입니
다. 선생님께서 진행하신 설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신다면 연구의 필요가 설득력을 얻게 될 것입니
다.
더불어 주관식 문항(“자신이 생각하는 조선족에 대한 간단한 기술”) 에 대한 답변(“가장 중복되는 대답은 ‘옛 선조가
중국으로 가서 중국의 소수민족이 된 사람’이라는 응답”, ‘한국어 또는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적이 한국이 아닌 사람
들,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진 한민족, 한국이랑 연결이 되어서 한국 생활도 편하게 할 수 있다’, ‘조선족은 역사의 한 산
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산물’”)은 구체적인 해석(해설)이 뒷받침될 때에 그들의 현재적 조선족 정체성을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설문을 진행하신 선생님의 설명을 요청합니다.

2. 연구 방법과 내용의 문제
본 연구가 이중정체성으로 설명되는 중국 조선족 4세대의 정체성 교육을 목표로 할 때, 연구의 내용은 한민족 정체성
함양이거나 이중 정체성을 이해하고 이의 정체성 구성의 구체적 방향 제시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연구문의 마지막 장에서 허련순의 세 편의 장편소설의 주제적 특성을 일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설계를 진행하겠다셨습니다. 현재 서술중이실것으로 압니다. 교육 내용과 더불어 연계된 교수-학습 설계에 대
해서 한 가지 정도만이라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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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운영과 교사의 성찰
-수업 성찰일지를 중심으로양지선(경희대학교)

1. 서론
본 연구는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양 필수과목의 수업 운영 과정에서 느낀 교사의 고민, 수업진행 사항, 성
공과 실패요소 및 학습자들의 반응에 대한 반성을 진솔하고 솔직하게 기록한 성찰일지를 통하여 수업 및 교사의 질적인
성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성찰일지는 1인칭 시점으로 교수(敎授) 경험에 대해서 쓴 비판적인 반성의 도구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비판적으로 수
업을 재구성하다 보면 교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극복하게 할 수도 있는 장점을 부각시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연준흠, 2011:p16). 보통 성찰일지는 초보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 초에 느끼는 자신감과 불안의 원리에 대해 깨
닫고 자신감과 불안을 극복하고자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교사는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과정과 성장에 영
향을 주며,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수업에서의 실수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모든 교육과
정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성찰로 수업과정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교사뿐만
아니라 현장 경력이 많은 교사들도 교수활동의 질적 향상과 교수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업 성찰일지를 작성하고 이
를 통해 수업에 대한 자신의 교수 행위를 돌아보고 객관적 시각으로 평가하여 자기발전의 과정으로 활용해야 한다.
Hiemstra(2001: p24-25)는 교사는 성찰일지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으며, 직관과 반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반성적,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강화시켜 스트레스도 감소시키고 건강에 도움도 줄 수 있다고 한다. 교수자
의 반성적 사고와 전문성을 강화시켜주는 수업 성찰일지를 작성하여 수업 운영과정에서 느낀 수업 진행에 대해 전반적으
로 살펴 수업에 대한 비판, 반성적 사고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수업의 질적 향상 노력에 힘쓸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수
업 운영 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확인하여 더 나은 수업능력의 신장을 위해 노력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한국어교육에서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 연수와 같은 수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국내외에서 꾸준히 진행
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교육의 역사가 깊어짐에 따라 다른 언어 교육에서 진행되었던 수업에서 교사의 반성적인 성찰과
수업 성찰과 실천을 위한 연구도 2000년대 후반부터 관심을 보이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좋은 교사’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되었으나(강승혜(2010), 원해영(2013), 이인혜(2018), 안정민·김재욱(2017)),‘좋은’ 한국
어 교사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될 수 없고,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국가나 문화, 시스템 안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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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안정민, 2015).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사의 반성적 성찰과 실천을 통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Dewey
와 Schőn을 들 수 있다. Dewey(1933)는 사고의 주체가 능동적, 지속적으로‘어떤 신념이나 가정된 지식의 형식’에 대하여
깊게 사고하는 정신활동을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라고 언급하였다(이성아,2015). 반면, Schőn(1983)은‘행위 중의
반성(reflecting in action)을 하는’,‘반성적, 실천적 연구자로서의 교사’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관찰하고 반성하면서 교사 스스로 자신의 자질을 끊임없이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김영숙·이지연, 2010:p375)
교사는 지속적 성찰의 결과로 교수역량이 향상되어야 함은 물론, 수업의 질적 제고까지 꾀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 교수
자의 성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수자의 성찰에는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 등과 같은 수업 차원의 성찰을 비
롯하여, 교수자로서 학생과의 수업 내외적 상호작용 및 관계 등을 성찰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성찰 결과를 통해 교수
자로서 자신의 변화, 수업의 질적 변화, 나아가 학생들의 변화까지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교수자의 성찰이다(이성
아, 2015: p11). 이러한 교사의 수업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수업 관찰을 위한 녹음 및 비디오 촬영 등 다
양한 방법이 있다. 성찰일지는 교사가 본인의 수업을 성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찰 도구 중 하나로 교사는 일지를 씀으
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교실 밖에서 볼 수 있고 일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
다(Bailey, 1983: p98).
교사일지에 대한 연구는 한국어교육에서도 진행되었는데, 연준흠(2011)은 교사 일지를 통하여 초보 한국어 교사가 교
실 안에서의 자신감과 불안에 대해 어떻게 정의내리고 평가해서 재구성하는지를 살펴 교실에서 겪는 불안에 대해 이해하
고 교사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김혜림·이미자(2017)는 교육경력 5년 미만의 초임교사가
자기 수업성찰 경험을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살펴 학교 현장에서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기수업성찰
방법을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시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교사일지 작성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다른 성찰 도구에 비해 교사들이 가장 손쉽게 활용할 있다는 점과
수업 후 교수, 학습 활동에 대한 기록을 통해 자신의 교수 활동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반성적 교사 교육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교수일지 작성을 통한 전문성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김영숙·이지연, 2010: p374). 수업의 변화는 수
업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게 되면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성찰일지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더불어 가르치는 것의 목적이
학습자들의 배움이기 때문에 학습자 관점에서 어떤 수업의 모습이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이
상수(2019: p127), 이러한 변화를 위해 교사는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A대학의‘한국사회와 미디어’수업을 하면서 작성한 수업일지를 통해서 교수자로서의 수업 진행 사
항을 살펴, 교수 활동을 점검하고 학습자의 활동을 관찰하여 동기부여가 잘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수활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성찰하여 앞으로의 수업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볼 것이
다.

3. 수업 운영 과정과 방향
서울 소재 A대에서 진행되는 ‘한국사회와 미디어’수업은 전공과정에 진입하기 전 학업 역량 강화를 위한 유학생 대상
교양 필수과목이다. A대학의 학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중과정은 언어기능을 주요하게 다루어 읽기, 말하기, 듣기, 쓰
기, 문법 실력 강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공 수업에 대비하여 학습자들의 전공과 연계된 기능수업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133
구성된 맞춤수업이다.‘한국사회와 미디어’수업은 특별한 기능에 중점을 둔 수업이 아니라 언어 기능 모두를 통합한 과정
이며, 정해진 수업의 기본 틀 안에서 수업 진행은 교사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수업이다.

3.1 수업 참여자
본 연구자는 2019년 1학기에 ‘한국사회와 미디어’라는 동일한 교과목을 두 개 반에서 지도하게 되었다, A반은 모두 30
명 정원이며 우즈베키스탄 학생 1명을 제외한 29명이 중국 학생이고, B반은 28명이 전원 중국 학생으로 수업 참여자는
총 58명이다. 한국어능력시험 급수는 모든 학생이 4급 이상이며 B반이 A반보다는 TOPIK 5급, 6급을 이수한 학생들이
조금 더 많다는 것을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 국적, 인원 및 한국어능력시험 보유 급수
A 반

TOPIK

B 반

국적

인원

중국

29명

우즈벡

1명

합계

30명

국적

A반
인원

급수

B반

합계

인원

6급

4명

5명

9명

9명

13명

22명

중국

28명

5급
4급

17명

10명

27명

합계

28명

합계

30명

28명

58명

3.2 수업 운영 과정
본 수업은 언어, 기업과 인재, 다문화, 교육, 미래 사회 등과 같은 현재 한국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중
심으로 언어 활용의 통합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한 표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
록 하여 전공 수업 참여에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연구자는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론, 발표
등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모든 활동에 기본적으로 조별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계획하였다. 조 구성은 한 달을 기
준으로 하여 한 학기 동안 3회 교체하였으며, 조별 인원은 최소 3명, 최대 4명으로 구성하였다.

<표 2> 수업 운영 과정
도입

전개

활용

전(1-9주)
수업동기
유발
(주제별)

주제 관련
제시
(교재 활동)

영상+토론
(조별 토론지
제공)

과제

평가

쓰기 과제
(기능
활용한 쓰기)

1차)과제
↓피드백(1차)
2차)수정 제출
↓피드백(2차)
3차)최종과제

후 (10주차)
①단계

②단계

③단계

주제
토론
후
발표

영상
보기

토론
후
발표
(심화)

수업을 시작하기 전 도입부분에서는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자들에게 수업 동기를 유발하도록 하였으며,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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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상호작용으로 주제와 관련된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하였다.
전개는 교재에 제시된 ‘읽기 자료’에 대해 먼저, 조별 활동을 통한 단어, 내용 확인 후 교사와 함께 내용 확인 및 교재
에 제시된 질문을 중심으로 조별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였지만 시간은 15분을 넘기지 않았다1).
활용 부분에서는 토론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전(1-9주차)과 후(10-15주차)로 나누어 수업이 진행
되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 것은 학습자들이 반복된 수업 패턴에 학업 능력이 저하될 수 있었고, 학습자들이 토론을
통하여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뉴스 등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와 해결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접한 후 변화하는 사고력의 향상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깨닫도록 하고자 함에 있었다. 토론 활동에는 모
든 조에‘활동지’를 배부하여 활동지 안에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였다2).

<표 3> 조별 토론지 활용(예)

과제는 교재에 제시된 배운 기능을 활용한 문장 구성과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보고 토론한 후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배운 기능을 활용하여 글을 쓰도록 하였는데3), 두 가지 과제 중 상황에 따라 연구자가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과제는 매
주 1회 제시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2주에 한 번 제출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평가는 학습자들이 제출한 과제에 대해 교사 피드백을 중심으로 하되, 동료 평가를 2회 실시하여 학습자간 서로의 글
을 확인하고 긴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모든 과제는 교사의 1차 피드백 후 수정하여 제출, 수정하여 제출한 과
제물에 대해 2차 피드백 과정을 거쳐 최종 수정한 결과물을 마지막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였다. 즉 교사는 3회에 걸친 학
습자의 과제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사가 밑줄을 그어 학습자 스스로 틀린 부분을 다시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
간접피드백과 학습자 오류에(문법, 어휘 등) 직접적으로 수정을 한 직접피드백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어떤 피드백이 도
움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평가과정은 학습자들의 오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일차 목적이었으며, 간접, 직접적 피드백을 통해 학습자에게
어떤 피드백 유형이 자신에게 유용한지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사의 피드백이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피드백
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오류 재발을 방지하고 실력 향상에 주안을 둔 교사의 정성과 관심을 인식하게 하여 수업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학습자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만족했던 수업 방식이나 앞으로 원하는 수업 활동, 아쉬웠던 점 등에 대
한 의견을‘활동지’나‘과제지’하단‘활동 점검 작성란’에 기록하도록 하여 학습자들의 의견을 상시 확인하고 수업운영에 반영
1) 선 과제로‘읽기 자료’에 대한 요약하기를 수업 전 주말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단어 및 내용에 대한 예습
을 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에 조별 활동에 오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
2) 조 활동을 유도하는‘활동지’는 학습자들이 활동하는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활동 전, 후, 해결 방안, 활동 결과, 자료를
찾았을 경우 참고자료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원의 역할 분담을 위해 발표자, 자료 검색자, 기록자를 적도록
하여 학습자들의 역할분담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정의,예시,분류, 비유 등 기능표현을 활용하여 문장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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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4. 성찰일지 작성을 통한 교사의 수업 성찰
수업 성찰일지란 교사가 본인의 수업을 성찰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로 수업 일지에는 연구를 위해 성찰 대상
으로 삼은 수업과 관련하여 수업의 흐름, 수업 후 성찰 내용(반성할 점, 더 보완해야 할 점, 수업 중에 일어난 사건, 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그것을 바라보는 교사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이 담겨 있다.(김혜림, 이미자, 2017: p342) 이러한
성찰일지를 통하여 교사는 자신의 교수 행동을 되돌아보고 나아가 반성적 사고를 통해 상황과 실정에 맞는 교수법과 활
동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여 질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4.1. 성찰일지 작성 방향 및 과정
16주 동안 동일한 교과 2개 반을 대상으로 한 성찰일지는 수업이 끝난 당일 바로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간혹
일이 생겨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날 작성하였으나 감정의 변화, 기억의 누락에 의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24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였다. 성찰일지는 4개의 항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1인칭 시점에서 기록한 구체적인 수업일
지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수 활동 점검

학습자 활동 점검

문제 인식 및 성찰

개선 계획 수립

1) 교수 활동 점검 : 본 연구자가 수업을 진행하기 전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진행 방향에 대해 미리 계획한 내용이
수업에 잘 적용되었는지, 목표한 바를 학습자가 성취하였는지에 대해 점검하였다. 또한 수업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긍정/
부정), 수업 진행의 전반적인 흐름 및 운영 과정,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수업 후 느낀 수업 준비 과정에서의 착오 등에
대해 성찰한 것을 기록하였다.
2) 학습자 활동 점검 : 수업 진행과정에서 학습자의 활동을 분석하여 동기부여가 잘 되었는지를 살피고, 학습자와의 상
호작용을 위해 준비한 수업 자료(영상, 토론, 질의응답, 과제제시, 배부 등)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자기 주도적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기록하였다.
3) 문제 인식 및 성찰 : 교수 활동 계획 과정과 실제 수업 진행 사이에서 느꼈던 교수활동, 학습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하여 교사가 취한 행동에 대해 점검하였다. 학습자의 적극적인 행동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보인 칭찬과 격려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작성하였다.
4) 개선 계획 수립 : 위 3가지 점검 사항에 대한 성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수업 차시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개선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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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성찰일지를 통한 수업 성찰
1) 계획대비 교수활동의 적정성 성찰
교사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하고 그 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반성하고 추후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교수
방법에 대한 내용, 계획한 시간 대비 적절하게 수업이 진행되었는지, 목표한 대로 평가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성찰일
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업 진행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느낄 때는 교사가 계획한 대로 학습자들이 토론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배움을 느꼈
고 발표 과정을 통해 깨달았을 때이다. 또한 적극적인 수업활동과 수업 진행 과정에서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친밀
감과 긍정적인 반응을 느꼈을 때 만족감을 느껴 수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느꼈다. 반면, 학습자의 잦은 지각으로
인해 수업 운용을 위한 시간 조절에 실패했거나 모든 학습자들이 발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무리한 수업 진행을 했을 때
수업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업의 실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의 무리한 욕심은 수업
진행을 방해하니 적당히 조절하는 것도 필요함을 느꼈다.

2) 학습자 대상 활동점검의 적정성 성찰
① 선입견에 대한 성찰
두 반을 대상으로 동일한 과목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은 수업 첫 날, A반과 B반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 교사로서 위험
한 선입견을 가졌다는 것이다. 첫 날 학습자들의 수업 태도를 보고 학습자들의 학업 역량을 확정하여 앞으로의 수업과
관계를 예측하였다. 수업을 하기도 전에 갖게 된 이러한 선입견은 수업 운용과 학습자를 대하는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연구자가 초반에 가졌던 A반에 대한 선입견은 학습자들이 성실하여 과제 활동에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이었
다. 하지만 과제회수율은 B반에 비해 낮았으며, 실제 연구결과 <표 8>의 만족도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교사가 학습자 집
단에 대해 선입견을 갖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학습 동기 부여에 대한 성찰
학습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칭찬보다는 구체적인 칭찬을, 격려를 할 때는 실패했을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야 한다(김현섭, 2016:p79). 본 연구자도 학습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조별 토론 과정과
발표 과정에서 잦은 칭찬과 격려를 하였고 과제에 대해서도 한 명씩 면대면으로 피드백을 함으로써 교사가 관심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였다. 하지만 발표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태도로 인해 칭찬보다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
는데 수업 분위기가 가라앉았으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생들은 학습 의욕도 잃어 수업을 이끌어 나가기 힘들었다. 이 때
문제점을 지적하는 행위보다 학습자의 오류 수정을 위해 적절하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교사로서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또한 조별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원만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고, 무난하게 잘 진행된다
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학습자 활동 점검 작성에도 조 활동에 대해 팀을 잘 아는 친구들과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거
나 모르는 친구들과 활동이 어색하다는 의견이 A반 몇몇 학습자에게 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수업 의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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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습자와는 조를 구성시키지 않는 것이기에 학습자들의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 하지만 <표 4>와 <표 5>의 만
족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낯을 가리는 학습자들에게는 이러한 수업 방식이 피로감과 함께 흥미를 잃게 하는 요인
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였다. 학습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 모든
학습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를 간과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다.

③ 학습 활동 평가에 관한 성찰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보기 전 주에 평가 기준표를 미리 공지하여 학습자들이 교사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이러한 방법은 학습자들에게 평가 기준의 명확성을 제시하여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평가 기준의 20%를
차지하는 과제를 공지할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여 수업일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교수자로서 많은 고민
을 하게 되었다. 과제 피드백 과정에서 A반이 B반보다 인터넷 자료 등에 대한 표절 비율이 놓았다.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과제를 제시하고 활동을 고민했던 연구자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피드백을 하는 과
정에서 학습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동일한 교과목이라 하여 동일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
라 학습자 집단의 성향을 고려하여 과제의 양을 조절하고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함을 각성하였다.

3) 문제 인식에 따른 개선 계획 수립의 적정성 성찰
① 교수자는 수업 운용에 있어 융통성이 필요하다. 교재 내용에 충실하면서도 이를 확장적으로 해석하여 학습자가 흥
미를 갖고 집중할 수 있게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과정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내용은 다른 교과에서도 다
루고 있기에‘반려동물’관련 에티켓이나 유기문제,‘노키즈존’등에 대한 융통성 있는 주제를 수업에 활용하니 학습자들이 모
국의 문화 및 언어 환경과 연계하여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융통성은 학습자의 학습 동
기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계획대비 기능적인 부분이 다음 차시 수업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다음 수업으로 넘기고 지
금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학습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② 수업 패턴이 반복될수록 학습자들은 수업에 흥미를 잃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연구자는 10주차부터
다양한 주제를 통해 학습 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뉴스 영상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주제에 대한 선(先)토론, 뉴스 영상을 본 후 후(後)토론을 하게 하여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음을 깨
닫고 뉴스를 활용한 다양한 의견을 접하게 하였다. 이러한 수업 방안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배경지식이 넓어짐을 인식하게
되므로 학습 동기를 강화시킨다. 따라서 교사의 관성적인 수업은 학습자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진행과정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에 교사는 늘 관심을 기울이고 교수법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습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의 동기 유
발뿐 아니라, 교사의 수업활동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교사의 건강 상태는 수업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준다. 교사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학습자들도 긴장이 풀리고
수업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따라서 교사는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여 수업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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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업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결과
(1) 수업 진행에 대한 만족도
<표 4 > 주제 토론에 대한 만족도

<표 5> 조별 활동에 대한 만족도

<표 4>와 <표 5>를 보면, 주제 토론 과정과 조별 활동에 대해 A반과 B반 모두 4.25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
다4). 학습자들은 설문조사에 전반적으로 토론 활동과 조별 활동에 대해 수업시간이 너무 짧아 토론을 더 하지 못하는 것
이 아쉽다는 의견을 대다수 학습자가 제시하였지만 A반의 만족도가 B반에 비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업일지 작성과정에서 확인된 결과, B반은 조를 구성하는데 있어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웠고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어 좋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A반은 조별 활동에 대해 어색하고, 친한 사람과 함께 조를 구성하여 토론을
하고 싶다는 요구를 하였다. 하지만 연구자의 의도는 친한 사람과의 구성이 아닌 다양한 조원 구성을 통한 토론 진행이
었기에 A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대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수업 진행이 A반의 만족도 부분에서 작용을
하여 B반에 비해 낮게 나온 것으로 유추된다.

<표 6> 영상 활용한 수업에 대한 만족도

<표 7> 다양한 활동(발표,프로젝트)에 대한 만족도

영상을 활용한 수업과 매 수업시간에 진행되었던 조별 발표, 중간고사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 두 반 모두 평균 4.2이상
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5). 수업일지 확인 결과, B반은 프로젝트 활동에는 적극적이었으나,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조별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이러한 영향이 A반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생각된다. A반은 사회 정보에 민감하지 않고
4) <표4>는 0.11편차로 B반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표5>는 0.14의 편차로 B반의 만족도가 조금 높았다.
5) <표 6>은 0.06의 편차로 B반의 만족도가 낮았으나, <표7>은 015의 편차로 B반의 만족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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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없었는데, 뉴스영상 자료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활동을 하면서 배움의 만족감이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된다. 또한
<표 7>의 발표 등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서도6) A반은 조별 토론이나 영상 토론 후 조별로 돌아가면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말을 잘하는 사람만 발표하
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원이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 긴장하면서도 익숙해짐에 따라 즐기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는 것을 수업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반응이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된다. 다
만 학습자 성향은 학습자 구성에 따라 변하므로 늘 관심을 보여야 할 사항이다.

(2) 과제 관련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
<표 8> 교사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

<표 9> 동료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

교사 피드백에 대한 만족도는 A반과 B반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사전 피드백과 사후 피드백에 기대 변화의 차이
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B만의 만족도가 A반에 비해 높아 보이는데 수업일지 확인 결과, A반의 과제 회수율은 85%인
데 반해, B반은 97%로 높은 과제 회수율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동료 피드백에 대해서는 두 반 모두 사전, 사후 기대 변화에 차이가 보였다. 이것은 A반은 오프라인에서만 동료
피드백을 2회 실시했고, B반은 온라인에서 처음 동료피드백을 하도록 유도했으나, 참여하지 않는 학습자들로 인해 불만이
있어 이후 오프라인에서 실시한 것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수업일지 확인 결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사후 기
대변화가 A반, B반 모두 낮아진 것은 초기에는 기대를 했으나 같은 실력으로 친구의 글을 수정한다는 것이 어색하고 외
국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어색하게 느낀다는 것을 설문조사와 수업일지 확인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7)

6)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업 참여도가 높아졌으며,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도 읽고 발표문도 구성해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7) 동료 피드백에 대해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학습자들은 동료피드백을 통해 마음의 부담 없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하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좋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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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피드백 유형에 대한 만족도

학습자들의 과제에 대해 본 연구자는 학습자 스스로 고민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간접
자

피드백을 2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학습

들의 오류를 직접적으로 연구자가 모두 수

백도 2회에 걸쳐 진행하였
습자들

정한 직접 피드

다. 이러한 피드백의 유형에 대한 학

의 만족도를 살펴보니, 간접 피드백에 대해

와 2차 모두 평균 4.2 이상으로

서는 1차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직

접 피드백에 대해서는 1차에서는 만족도가 낮았으나 2차에서는 만족
도가 올라갔다. 수업일지 확인 결과, 학습자들이 간접피드백에 높은
만족감을 보이는 것은 수업시간에 글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서로 궁금한 것을 알려주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의미 있는 배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높은
TOPIK 급수를 보유한 학습자일수록 직접 피드백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수업일지 작성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는 명확하게 자신의 오류를 지적해주는 것이 학습의지와 학업능률 신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 보인다. 하지만 직접피드
백에 대한 학습자의 성향은 수업일지를 통해 나타난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요인 규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자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교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수업의 질적인 향상과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만족도
를 높여 수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업성찰일지를 작성할 필요성을 느꼈다. 교사의 반성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방법
에는 성찰일지, 민속학적 연구, 수업참여관찰 등이 있는데, 성찰일지는 학습한 내용이나 실천적 행위에서 얻어진 지식을
다양한 맥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교수-학습과 관련된 갈등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보게 하며, 지식을 재구성하고 반성적 사로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엄미리·박인우, 2011:p219)
교사가 수업을 충실하게 준비해 가르치더라도 그러한 과정 안에서 의미 있는 배움이 없다면 좋은 수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교수자는 자신의 교수활동에 대해 늘 되돌아보는 성찰을 통해 교수활동의 긍정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교수자의
자기평가는 교수자의 성찰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구이며, 더불어 자기평가는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력한
도구라고 하였다(Ross& Bruce, 2007).
성찰일지는 수업의 효율성과 교수 행위의 반성적 사고를 위한 실천 전략으로 효과적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수자
는 수업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대안을 고려하면서 교육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본 연구는 수업을 하기 전, 수업
에 대한 다양한 계획을 구상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계획한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학습자에게 동기부여가 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문제 인식과 그에 대한
성찰, 개선을 중심으로 1인칭 시점에서 기록하였다.
수업일지 작성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에 따라 만족도에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습자의 변화 과정을 살피고 본인의 수업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의미 있는 과정
이었다. 앞으로 이러한 수업일지 작성이 일반화되어 교수자가 자신의 수업의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한다면 수업의 질
적 향상과 학습자의 요구가 반영된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의미 있는 교육 현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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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학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운영과 교사의 성찰”에 대한 토론문
남궁정(성균관대학교)

“학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운영과 교사의 성찰”은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언어기능 향상 목적의 교양
교과목을 운영한 결과를 솔직하게 서술한 연구입니다. 어학원에 몸담은 한국어 교사들의 성찰일지를 분석한 연구는 종종
있었으나, 학부의 교양 교과목을 운영하면서 느낀 교수자의 성찰일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보기 드물었습니다. 저 역시
학부 유학생 대상의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열리길 고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을 여는 차원에서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2. 선행연구’를 보면 한국어 교육에서의 교사일지에 대한 연구로 연준흠(2011), 김혜림·이미자(2017)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거론하신 연구 외에도 최은규(2018), 김지혜(2019) 등의 연구를 추가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 교육에서의 교사일지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수업의 질적 향상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
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연구는 학습자의 요구와 만족도까지 통찰하고 있기에, 앞선 연구들과 그
지향점이나 깊이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에 이르러, 학부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제언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언어기능 향상 목적의 학부 수업에서 교수자가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 다시 한번 선생님의
생각을 자세히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지엽적인 부분입니다만, ‘3.1 수업 참여자’에 대한 설명이 간결하여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
망하고 있는 전공이나 계열, 남녀의 비율, 학업 분위기 등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덧붙여진다면 ‘4.3 수업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결과’에 보이는 두 학급의 차이가 무엇에서 연유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3.2 수업 운영 과정’에 따르면 ‘과제’는 매주 1회 제시를 기준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2주에 1회 제출하도록 하였
고, ‘평가’는 1차 과제-교사 피드백-2차 과제-교사 피드백-3차 과제의 순으로 진행하였다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 매
과제에 대하여 2차에 걸친 피드백과 3차에 걸친 평가를 진행하신 건가요.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일인데 어떻게 진행하
셨는지요.

넷째, ‘4.2 성찰일지를 통한 수업 성찰’ 중 ‘② 학습 동기 부여에 대한 성찰’에서 ‘학습자의 오류 수정을 위해 적절하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도 학습자를 대하며 매번 후회하는 부분 중 하나
인데요. 수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학습자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궁금증들에 대하여 선생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분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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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김승환(상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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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아동 대상 한국어 문식성 향상 방안
정다운(한국학중앙연구원)

1. 서론
2017년 기준 재외동포의 수는 약 740만 명을 넘고 있는데 재외동포의 수가 증가하면서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도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현지에서 태어나거나 어린 나이에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한국에서 한국어 학습의 경험
이 없는 아동들이 늘어나면서 재외동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재외동포 아동들
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기본적으로 한글학교1)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한글학교는 의무로 꼭 다녀야 하는 곳
이 아니며 주로 1주일에 한 번 주말에만 수업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습 동기가 부족한 학생이 많고2) 교육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재외동포 아동들의 경우 어렸을 때 가정에서 한국어를 습득하는 경우가 많
기에 구어는 익숙하지만 문어 능력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정명숙, 2010; 정다운, 2019). 따라서 재외동포 아동들에게는
문어 능력 교육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문어에 익숙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아동들에게 한정된 교육 시간 동안 체계적
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문어 능력이 부족할 경우 학습자들은 한국어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거
나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재외동포 아동들은 이러한 한국어교육을 통해서 모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체성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능력을 발전시켜서 균형 잡힌 이중언어화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한국어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3)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 아동들이 균형 잡힌 이중언어화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어 능력에 대한 교육 즉, 문자 언어 사용인 문식성(literacy)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식성 교육을 통해서
구어와 문어 능력을 균형 있게 교육할 수 있으며 한국어 능력을 고급 수준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재외동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문식성 향상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1) 한글학교는 재외국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비정규학교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기준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에 따르면 현재
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13,761명이고 한글학교에서는 101,325명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글학교에서는 유아가
20,662명, 초등학생이 46,005명에 달하므로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 유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다운(2019:453)에서도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의 동기 부분이 매우 약하다는 특징을 이야기한다. 학습자 대부분이
부모의 의지에 의해 한글학교에 다니고 시간이 갈수록 거주국에서의 언어와 학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의 동기 역시 강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재외동포가 현지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정이나 사회 모두에서 이중언어 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은 단순한 한국어 언어지식 전달이 아니라 원활한 이중언어상용능력을 갖추는데 그 목표를 둠으로써 궁극적으로 재외동포가
그들 사회에서 발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이정은, 200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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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동포 아동 대상 한국어교육의 특징
재외동포 아동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생활권에서 살고 있지 않고 제2언어로 한국어를 배우게 된다. 따라서 이중언어 학
습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한국어는 계승어4)로서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 속에서 지속적인 한국
어교육은 매우 어렵다. 우선 가정 내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다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어 사용이 줄어들게
된다. 가정 외의 모든 상황에서 현지어가 사용되며 특히 또래 집단과 어울리게 되면서 친구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이 아이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교육을 통해서 현지어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한국어는 그러한 수준에 맞추어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한국어 사용은 점차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정 내
에서도 현지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며 한국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재외동포 아동들의 이러한 특징은 이민자의 언어적 특징을 이야기한 다음의 논의와도 관련된다.

R. Gracía 와

Díaz(1992:14)는 미국 이민자들은 미국 생활로 동화되는 것처럼 영어로 언어를 전환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
다. 즉, 1세대 이민자들은 그들의 모국어를 계속 지키지만 2세대 이민자들은 영어를 쓰는 공동체에 동화되는 것에 집중하
면서 영어 전환을 시작한다. 따라서 1세대 가족과 모국어를 쓰고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영어를 쓰게 된다. 당연히 3세대
이민자들은 모국어를 쓰지 않게 된다.(Baker, C. 2011:75-76) 이민 2세대나 3세대에 속하는 재외동포 아동의 경우도 한
국어를 거의 쓰지 않게 되기에 지속적인 교육이나 사용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한국어 능력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외에 재외동포 아동 대상 한국어교육에서 가장 큰 특징은 대상의 특수성이다. 일반적인 성인 학습자가 아
니라 아동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을 고려한 학습이 이루어져야만 한다.5) 또한 한국어교육이 스스로의
동기에 의해서보다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에 동기가 약할 수 있으며 고학년이 되어 학업이 중요하게 되면 한
국어교육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 수준 편차가 한 교실 안에서도 매우 크며 교육 시간 자체가 매우
부족하기에 우선 구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다수의 아동이 문어 능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6)
재외동포 아동 대상 한국어교육의 특징은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에서 고려할 점을 논의한 정다운(2019:454)을 통해
서도 이해할 수 있다.

4) 계승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 계승어는 지역에서 통용되는 공식적 언어와는 다른 특정 개인이나, 가족, 공동체를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 즉, 다문화 사회에서
국가의 공용어 이외에 이주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며 국적이나, 언어 접촉, 구사 능력과는 상관없이 가족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언어(김대희, 2012:36).
· 가족 또는 혈연의 관련성으로 인해 아동기에 노출된 경험이 있어서 최소한의 수동적 지식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비주
류 또는 소수가 사용하는 언어(조태린, 2014:383).
· 해당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후손에게 물려주어 계승된 언어(강승혜, 2013:83).
5) 손다정, 정다운(2015:283-284)에서도 피아제(Piaget), 비고츠키(Vigotsky), 브루너(Bruner)의 연구들에서 아동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며 혼자서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
서 아동의 학습에서는 비계(scaffolding) 제공이 중요할 수 있으며 근접 발달 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의 이해가 필
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6) 이정은(2005:204-205)에서도 말하기는 잘하지만 쓰기는 전혀 하지 못하는 사례를 통해 재외동포의 언어 능력 간의 심한 불균형을 설명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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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올바른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어가 갖는 계승어적 특성과 이중 언어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해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경험과 친숙도를 고려한다.
거주 지역의 언어적 특성과 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정책을 고려한다.
학습자의 연령별 특징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결정한다. 특히 주된 학습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인지발달과 언어발달을 고려한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수준이 매우 다르며 문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다.
학습자의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한국어교육에 대한 부모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교육기관의 특성을 이해한다. 특히 한글학교 중심의 교육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찾도록 한다.
한국의 문화와 거주 지역의 문화를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재외동포 아동들은 시간이 갈수록 한국어 사용이 줄어들어 한국어 능력이 쇠퇴할 가능성이 높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어교육이 한
국어의 계승어적 특성과 이중언어적 관점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의 인지발달과 언어발달 단계에 따라 교육 내
용과 방법을 결정하고 문어 능력 향상에 주목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 문식성과 학습 한국어 교육 이해
1) 문식성 교육의 필요성
노명완(2008:15)에서는 문자 언어의 사용인 읽기와 쓰기를 합하여 문식성(literacy)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읽기
와 쓰기는 한 개인의 생활을 넘어서 사회의 운용, 국가의 성장 그리고 인류의 문명 발전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기에 언어
교육에서도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문식성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문식성은 문자 언
어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처리로 고등 수준의 사고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문식성은 민주 시민의 인권을 실현시키
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되며 새로운 지식 창조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또한 문식성은 자신의 앎을 점검하고 판단하
고 조절하는 초인지의 원동력이며,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교류·교감과 설득의 원동력이기도 하고 직무 수행의 원동력이다
(노명완, 2008:15-31).
이러한 문식성의 특징을 고려하면 문식성은 한 개인이 새로운 지식을 처리하거나 학습하는 과정에서 고등 수준의 사고
를 하게 하고 우리의 앎을 조절하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이 학년이 올
라가면서 여러 분야의 독서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어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모습을 통해 문식성이 지식 습득과 창
조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노명완 2008:22-23). 이러한 어휘 학습은 곧 그 어휘와 그리고 어휘와 관
련된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Anderson & nagy, 1991).7)
재외동포 아동의 경우에도 한국어 문식성을 발달시킨다는 것은 한국어로 된 지식 습득과 창조를 가능하게 하며 다른
개인과 교류와 교감을 하고 실제적인 직무 수행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식성 교육을 통해서 재외동포 아
동에게 구어와 문어 모두 균형 잡힌 한국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고급 수준의 한국어능력을 기대할 수 있게 한
7) 노명완(2008), p2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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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재외동포교육에서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대한 자긍심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해당 국가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세계 속에서 역량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재외동포교육은 세계 각국에 분포된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에 대한 자긍심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
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아야한다. 또한, 해당 국가 안에서 잘 적응하고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통하여,
한국과 해당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적인 역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2차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한국어’이며, ‘한국어’를 매개로 하여 한국 사회․문화
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2:7).

따라서 재외동포 아동의 경우 이러한 목표에 맞게 한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식성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재외동포 아동 대상 문식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로 최은지(2014)에서는 문식성 교육에 총체적 언어 접근을
비판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김윤주(2012)에서도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식성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
면서 특히 기초문식성 교육에 주목하여 교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어 문식성 교육은 한국어 능력 발달뿐만 아니라 현지 언어의 발달과 인지적인 발달을 이끌어내게
된다. Cummins(1980a, 1981b)는 이중언어와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능력 모형’(Common Underlying
Proficiency model)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모형은 2개의 빙산 모형으로 설명하는데 표면적으로 두 개의 빙산이 보이지만
실제로 표면 아래에서 두 빙산은 ‘근본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능력’이 있다. 즉, 2개의 언어는 표면적으로 나뉘어 있
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두 언어는 동일한 중앙 처리체계를 통해 수행된다는 것이다.8) Baker, C.(2011:165)는 이에
대해 스페인어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스페인어를 사용하여 학교 수업을 진행할 때 이것은 두뇌의 스페인어 부분만 발
달시키지는 않는다. 한 가지 언어에서 학습된 개념이 다른 언어로 쉽게 전이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능력 모형’은 다음과 같이 6가지 특징으로 정리될 수 있다(Baker, C. 2011:166).

1.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에 상관없이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를 수반하는 사고는 동일한 중앙
기관으로부터 발생한다.
2. 이중언어 사용과 다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들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언어를 저
장하는 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3. 정보 처리 기술과 교육적인 성취는 한 개의 언어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두 개의 언어를 통해
서도 발달될 수 있다.
4. 아이들이 교실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인지적인 도전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잘 발달되어야 한다.
5. 제1언어나 제2언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전반적인 인지 체계가 발달되도록 돕는다.
6. 하나의 언어 혹은 두 개의 언어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 때 인지 기능과 학습 성과는 부정
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위의 모형은 근본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중언어의 특징을 논한 것이다. 물론 말하기와
듣기 교육을 통해서도 인지 발달과 학습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러나 문어 텍스트는 적은 분량으로도 많은 정보와
지식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와 지식의 처리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인지적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인지 발달과
8) Baker, C.(2011), pp.165-166.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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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성과에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쓰기는 해당 장르가 가진 맥락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자신의 생각을 논
리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읽기와 쓰기와 관련된 문식성 교육은 인지
적 발달과 학습 성과 면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으며 균형적인 이중언어화자가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2) 문식성 교육에서 학습 한국어 교육의 의미
본고에서는 균형 잡힌 이중언어화자가 되기 위해서는 문식성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문식성 교육을 통해서
두 언어의 발달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고 인지적 발달과 학습 성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식성 교육 즉 읽기와 쓰
기 교육은 그 단계가 여러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노명완(2008:32-33)에서는 읽기와 쓰기는 의미의 구성 과
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둘이 아니라 하나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과정과 특성이 매우 유사하다고 이야기한다. 읽기는
문자 지각에서 의미 구성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주로 단어 읽기에 국한되는 글깨치기 단계, 문장이나 글을 바르고 빠르게
읽는 단계, 독해 단계,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는 초인지적 단계로 구분된다고 한다. 쓰기의 발달도 읽기와 비슷해서
처음 글씨쓰기, 간단한 구조의 문장쓰기로 시작하여 자신의 생각을 바르고 빠르게 옮기게 되며 다음 내용의 생성과 조직
을 할 수 있게 되며 자신의 글쓰기 과정에 대한 초인지적 조절도 배우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단계가 다 중요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어려운 글을 읽고 독해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단계까지 문식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독해에 대해 노명완(2008:36)에서
는 동화나 생활문 이외에 사회과학의 글, 자연과학의 글, 예술 분야의 글을 두루 읽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서의 과제라
고 설명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재외동포 아동 대상 한국어교육도 다양한 분야의 어려운 글을 읽을 수 있고 자신의 생
각을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어를 단순히 읽고 쓸 줄 아는 수준을 넘어서서 고
급 수준의 문식성을 갖는 것이 결국 균형잡힌 이중언어화자가 되도록 하기 때문이다.9) 이러한 고급 수준의 문식성은 결
국 학업 상황에서의 읽고 쓰는 능력과 관련이 된다. 그러므로 고급 수준의 문식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 아동에
게 학습 한국어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10)
학습 한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Cummins의 BICS와 CALP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Cummins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
는 언어 능력인 ‘기초 상호작용 의사소통능력’ (BICS: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과 비교하여 학업 상황에서 사
용되는 언어 능력으로 ‘인지 학문적 언어 숙달도’(CALP: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를 들었다.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는 언어 전이 과정에서의 맥락적 지원과 인지적인 부담의 정도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BICS
는 언어 사용 상황에서 맥락이 있으며 인지적인 부담이 적은 반면 CALP의 경우에는 맥락이 적으며 인지적인 부담이 매
우 높다.11) 따라서 이 두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용 상황과 인지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보인
다.
이런 두 언어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Cummins(1979)는 매일 대화를 위해 사용되는 BICS는 2년 안에 학습될 수 있는
반면에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배워야만 하는 더 복잡한 언어 능력인 CALP12)는 5년에서 7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에
9) 국립국어원이 재미동포 대상으로 언어 실태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
다. 응답자의 56%는 전문 분야 내용을 이해 가능한 수준까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밝혔지만 전문적인 교사 및 교재 부족으로 이 같
은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안진영 2016:2)
10) 재외동포 학습자는 유창하고 정확한 이중언어 화자로서 길러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사소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
재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안진영, 2016:9)
11) Baker, C.(2011), pp.170-173. 참고함.
12) 학업 상황에서 사용되는 언어 능력인 CALP에 대해 Cummins(2000a, 2000b)는 다음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CAL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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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발달된다고 이야기한다. 즉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학업에서 필요한 언어
능력은 갖추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Baker, C. 2011, pp174-175.)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여 2012년 한국어교육과정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언어 능력을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로 구분하였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재료를 통해 둘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생활 한국어’에서는
‘주제·의사소통기능, 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 유형’ 등을 언어 재료로 하는 데 반해 ‘학습 한국어’에서는 국어·수학·사회·
과학 등 교과의 주제별 핵심어휘와 학습 의사소통 기능 및 전략을 언어재료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 한
국어는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학습 한국어는 여러 교과의 학습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어 능력 신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이 두 부분을 구분하여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학습한국어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이야
기한다(심혜령·박석준, 2017:28).
이 결과 2017년 한국어교육과정에서는 ‘생활한국어’는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한국어’로 ‘학습한국어’
는 모든 교과 학습의 도구이자 기초가 되는 ‘학습 도구 한국어’와 각 교과 학습에 진입하고 적응하는 것을 돕는 ‘교과 적
응 한국어’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학습 도구 한국어’는 교실 어휘와 사고 도구 어휘, 범용 지식 어휘를 중심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교과적응한국어’는 각 교과로의 전이 과정에 필요한 내용으로 명시하였다. 따라서 2017년 한국어교육과정에 학
습한국어는 그 개념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

<표1> 한국어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교육과학기술부, 2017)
생활 한국어 교육

학습 한국어 교육
학습 도구
한국어

의사소통 한국어
언어 기능

언어
재료

교과 적응
한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주제

일상 기반

일상 및 학업 기반

교과 기반

의사
소통
기능

일상 기반

일상 및 학업 기반

교과 기반

어휘

일상생활 어휘
학교생활 어휘

교실 어휘
사고 도구 어휘
범용 지식 어휘

교과별 어휘

문법

학령적합형
교육 문법

학령적합형 문식력 강화
문법

교과별 특정 문형

텍스트
유형

구어 중심

구어 및 문어

문어 중심

문화

- 학령적합형 한국문화의 이해와 수용
- 학령적합형 학교생활문화의 이해와 적응

교육적 함의를 확대시켰다.(Baker, C. 2011:172)
· 인지적(Cognitive): 교육은 평가, 추론, 일반화, 분류와 같은 고도의 사고 기술을 사용하는 인지적인 도전이 되어야 한다.
· 학문적(Academic): 교육과정 내용은 학생들이 특정 학문 영역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언어교육과 통합되어야 한다.
· 언어적(language): 비판적인 언어 인식은 언어적인 면(각 언어의 관습)과 사회문화적/사회정책적인 면(언어와 그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다른 지위와 힘) 모든 범위에서 발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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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국어교육과정은 한국에서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을 하는 KSL학습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기는 하나
학습 한국어 교육 부분은 재외동포 아동의 교육에서도 많은 시사점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외동포 아동의 교
육에서도 고급 수준의 문식성을 키우기 위해서 학습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교과 적응 한국어’를 통한 교육이 의
미가 있으리라 보았다.
재외동포 아동은 교과 학습에 대해서 이미 현지어로 학습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
미 그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학습 한국어 교육은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보
다 더 어려운 내용의 경우에도 학습자들의 접근이 쉬울 수 있으며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학
습 한국어 교육은 고학년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를 더 제공할 수 있으며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도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능력’(Common Underlying Proficiency)을 발달시켜
학습자의 인지체계를 발달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 한국어 교육에서는 교과에 특화된 어휘와 내용이 들어가게
되며 관련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쓰는 활동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문식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문식성 향상을 위한 학습 한국어 교육 방안
1) 학습 한국어 교육 방안 소개
학습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적용 가능하다. 첫째 표준한국어로 개발된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2012년 한국어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나온 2013년의 표준한국어 교재에서는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가 한 교재에 함
께 실려 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어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나온 2019년 표준 한국어 교재는 ‘학습 도구’의 이름으로 학
습 한국어 교재를 1-2학년용, 3-4학년용, 5-6학년용 3권으로 별권으로 제작하였다. 두 교재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2013
년 교재의 경우에는 학습 한국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초 교재부터 학습 한국어가 함께 들어가 있으며 교과 학
습에 필요한 다양한 어휘와 의사소통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년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기초교재부터 학습
한국어가 함께 있어서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2019년 교재의 경우에는 학년별로 개발이 되었고 분권으로 개발되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름처럼 학습 도구 한국어로 개발되어 교과 적응 한국어 수준의 학습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표준
한국어 교재들은 학습 한국어 교육에 맞게 교재가 개발되어 실제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보다는 조금 더 쉽게 내용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초기 학습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둘째 실제 교과서를 학습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한글학교 중에서는 실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학교들
도 있다. 학습자의 수준이 교과서를 가지고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시간상의 제
약 조건과 한국어 학습을 위해 수정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어휘와 내용은 한국어 교육 수준에서
는 매우 높을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이미 현지에서 관련 내용을 배웠고 구어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충분히 갖춘 상
태라면 학습자의 문식성 향상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이교과서를 가지고 학습 한국어 수업을 구체적으로 설계
한 연구로 정다운·손다정(2018)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다문화 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3학년 과학 교과 중 ‘지
표의 변화’라는 단원을 가지고 학습 한국어 수업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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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서를 활용한 학습 한국어 교육의 실제
본고에서는 학습 한국어 교육 대상으로 한국어 중급 이상의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를 생각하였다. 따라서 구어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였고 실제 학교에서 이미 관련 단원을 공부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예1) 과학 교과에서의 학습 한국어 교육 내용
1. 교과: 과학 3-1(2015 개정 교육과정)
2. 단원: 2. 물질의 성질
3. 학습 목표: 물질의 성질과 관련된 어휘를 이해하고 물질의 성질에 대해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다.
4. 학습 어휘: 물체, 재료, 물질, 밀가루, 금속, 고무, 나무, 플라스틱, 그릇, 클립, 빵, 과자, 풍선, 장갑, 주걱, 의
자, 장난감 블록, 바구니, 유리, 종이, 섬유, 가죽
5. 표현: -관찰해 봅시다,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봅시다, 물질의 성질을 이야기해 봅시다, 물질의 성
질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그 성질을 조사해 볼까요?, 어떤 점이 좋은지 생각해 볼까요?
6. 학습 내용:
물질마다 서로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금속은 광택이 있고 나무보다 단단합니다. 플라스틱은 금속보다 가볍습니
다. 그리고 다양한 모양의 물체를 다른 물체보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는 금속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고유한 향과 무늬가 있습니다. 고무는 쉽게 구부러지고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7. 학습 활동: 1. 교실 안에 있는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2. 다양한 컵을 보고 그 컵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각 컵의 장점에 대해서 써보기

위의 단원과 관련해서 학습자는 물질의 성질에 대한 어휘를 배우고 관찰한 것을 이야기하는 표현들을 배우게 된다. 그
리고 각 물질의 성질의 특징을 비교하고 설명하는 글을 써 보게 된다.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진 후 물질의 성질과 관련된
다른 텍스트를 제시하고 그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 점검한다.

예2) 사회 교과에서의 학습 한국어 교육 내용
1. 교과: 사회 3-1(2015 개정 교육과정)
2. 단원: 3. 교통과 통신 수단의 변화
3. 학습 목표: 다양한 교통수단 어휘를 이해하고 생활 모습의 변화를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다.
4. 학습 어휘: 교통수단, 말, 가마, 뗏목, 소달구지, 돛단배, 당나귀, 전차, 증기선, 비행기
5. 표현: 알아봅시다. 교통수단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살펴봅시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6. 학습 내용:
말을 타고 한양에 가요. 가마를 타고 어머니를 뵈러 가요. 똇목을 이용해 사람이 이동하거나 몰건을 옮겨요. 소달
구지에 무거운 짐을 싣고 날라요. 돛단배를 타고 바람의 힘으로 강을 건너요. 당나귀를 타고 장에 가요. 전기의 힘
을 이용한 전차는 여러 사람이 함께 타고 갈 수 있어요. 수중기를 이용한 증기선을 타고 먼 나라로 갈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 먼 곳으로 빠르게 갈 수 있어요.
7. 학습 활동: 1.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교통수단과 오늘날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소개하기
2. 교통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생활 모습에 대해 쓰고 발표하기
3.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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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단원에서는 한국의 과거 교통수단을 통해서 문화적인 내용의 수업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과거와 현재의 교통
수단의 변화와 생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와 한국 교통수단에 대한 비교도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2가지 사례를 통해서 재외동포 아동을 대상으로 교과서를 활용한 학습 한국어 교육을 간단하게 살펴보았
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서 물질의 성질과 교통수단의 변화에 대한 어휘와 지식을 학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과 사회 수업에서 활용하는 한국어 표현도 학습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지 체계의 발전과 학업 능력의 향상
을 기대할 수 있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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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재외동포 아동 대상 한국어 문식성 향상 방안”을 읽고
고경태(고려대학교)

이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맡은 뒤, 글의 제목만 보고도 막막한 느낌이 몰려왔다. 본 토론자에게 ‘재외동포’란 그저 한국
말 조금 더 잘 하는 외국인일 뿐이며, 그들이 설령 한국말을 잘 한다고 한들, 그들의 사상과 문화는 한국인으로 보기 어
렵다는 것 정도뿐이다. 그런 고로 본인이 이 발표가 갖는 의의를 제대로 짚어내기에는 여러모로 역량이 모자라다는 점을
발표자 및 청중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사실, 어쩌면 본인은 그간 ‘재외동포’라는 대상이 ‘한국어교육’이라는 이슈와 만났을 때 드러나는 클리셰에 약간 식상
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 클리셰란 보통 ‘재외동포들이 양질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선언적 사고가 깔려
있는 경우와 관련된다. 본인은 ‘재외동포’와 ‘한국어교육’에 대한 관련 연구를 무용하다거나 무가치하다고 폄하할 생각도
없고, 그럴 만한 위인도 못 된다. 본인 스스로 재외동포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며 한국어교육도 썩 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리고 가끔씩은 ‘한국어교육 전문가’라 자칭하는 이들에 의해서 한국어교육에 대해 뭘 아느냐며 배척되기도
한다. - 다만 ‘재외동포’가 몇 편의 소논문과 몇 차례의 발표문 정도로 연구의 얼개를 갖추기에는 너무 크고 광대하며 수
많은 매개변인들을 고려해야 하는 대상들이라는 생각 정도는 갖고 있다.
어쩌면 본인만 아니라 객석에 자리 잡은 청중들께서는 한국 내에서 대학 수학을 하는 재외동포가 ‘디폴트’(default)라
여기실지 모르겠다. 대학 수학을 위해서 혹은 대학 졸업이나 수료를 위해서 당장 한국어가 필요한 이들이야말로 우리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안타까운 이들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나 어디 말처럼 그렇게 재외동포가 국내 수학 중인 학생들처럼
동질적이고 한결같은 집단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가. 그러니 당연히 ‘재외동포’와 관련된 논의는 선언적이고 정책적인 논
의처럼 나아가기 십상이다. 더욱이 재외동포 각각에게 ‘한국어’가 갖는 의의가 동일하지 않다면, 그들에 대한 어떠한 논의
도 초점을 잃게 되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결국 이런저런 추상적 생각 끝에 본인은 어렵사리 두 가지 질문거리를 갖고 이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다. 첫째, 이
발표에서는 ‘문식성’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그리고 ‘문식성’은 ‘문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
다. 그런데 문어 기반의 문식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굳이 재외동포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이 발표에서 살피고자
한 ‘재외동포’의 외연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그렇게 지시된 ‘재외동포’가 당장 이 발표에서 중요하
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보충된다면 본인 같은 문외한에게 좀 더 솔깃하게 다가올 것 같다.
둘째, 이 발표문 자체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기도 하다. 여기서는 ‘교과서’가 문식성 교육에 주요한 수단으로 부각되
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내용 체계에서도 ‘교과 적응 한국어’를 ‘학습 도구 한국어’와 구별하여 제시한 바 있음을 보이
기도 했지만, 이는 발표문에서처럼 ‘학습 한국어의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진 것뿐’이다. 그러면 ‘교과 적응 한국어’의 실체
는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발표자께서는 ‘교과 적응 한국어’에서 필요한 교과서가 재외동포용 한정판이 나와야 된다고 생
각하는지 여쭙고 싶다. 만일 그에 동의한다면 그런 교과서를 취급해야 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어느 입장을 취하고 계시
는지 대략적으로나마 답변해 주신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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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부족하나마 본인의 토론이 발표하신 선생님께나 청중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으로 토
론의 마무리를 갈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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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대상 한국어교재의 문화교육내용 연구
김다혜(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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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새터민 대상 한국어교재 내에 있는 문화 교육 내용을 문화 유형과 문화 내용 기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새터민을 위한 문화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현재 남한 사회에 입국한 새터민의 수1)는 2019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만 3천 명 정도를 웃돌고 있다. 새터
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면서 이들은 서로 다른 남한과 북한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
이 겪는 어려움에는 경제적 문제, 언어 적응의 문제,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문제, 남한 주민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한
차별문제, 정서적 고립감의 문제 등이 있다(하선자 2013).
한국어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새터민이 겪는 어려움 중 언어 적응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의 새터민 관련 언어 교육의 선행연구는 발음 및 억양, 어휘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왜냐하면 발음 및
억양, 어휘 등은 새터민이 남한에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새터민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
는 언어적 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신명선・권순희(2011)에서도 정착 초기 새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새터민이
남한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원인으로 ‘생소한 단어’가 33.9%, ‘발음 및 억양’이 27.4%, ‘의미 차이’가 19.6%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새터민을 위한 문화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1) 새터민 현황, 통일부 홈페이지(https://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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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에는 문화 교육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언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
교육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Brown(1987)은 ‘언어와 사고의 상호작용에 의한 통합적 요소가 바로 문화’이며,
인간의 생활양식이나 관습 등은 언어를 통해 표현되고 언어 속에 반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남북의 언어 역시
남북의 문화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이며, 남북의 서로 다른 문화가 남북의 이질적인 언어를 발생시켰다는 것을 미루어 짐
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에서도 남한의 언어적 특징과 차이점에 초점을 맞춰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교육과 더불어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차이와 남한의 문화적 특성도 함께 교육해야 새터민에게 보다 유
용한 언어 교육이 될 것이다. 권순희(2014)에서는 새터민의 언어, 교육, 정책 측면에서 필요한 연구 및 지원을 통일 전,
전환기, 통일 후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통일 전 단계에서 이뤄져야할 사업
들 중 하나가 남북 문화 차이 교재 집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통일 전 단계인 현재 남한과
북한의 문화 차이에 초점을 맞춘 교재 또한 집필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에 집중되지 못했던 새터민의 문화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과 향후 새터민 대상 한국어교육 내 문화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 언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과 문화교육내용 분석 기준
2.1. 언어교육에서의 문화교육
언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필요한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가 서로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하석(2008)은 언어는 그 언어가 존재하고 사용되는 환경인 사회와 문화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주
장한다. 또한 언어는 하나의 문화권 내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생활 속에서 생성・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에서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가 배태되어 나온 사회문화의 가치와 사고유형 그리고 관습 등을 이해하
고 존중하여 그것을 통합적으로 학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Sapir(1921)는 언어는 문화와 유리되어 존재하지 않
는다며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목표언어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언어와 문화는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언어 교육에서도 문화 교육
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artin(1999)은 외국어 교재에서 문화가 중요한데 교재에서의 문화는 학습자의 가치, 태도, 감정을 포함하고, 인종과
문화 유형을 드러내며, 목표 문화의 다양성을 나타내야 하며 문화 지식만이 아니라 문화 기술까지 고려하여 교재에 담아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어 교재 내에 문화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문화 유형과 문화 기술을 고
려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문화교육내용은 문화
가 가진 특징을 교육적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교재 내에 문화 교육 내용을 포함할 때 여러 요소 중 문화 유형과 문화 기술을 고려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
화 유형은 문화의 성질에 따라 문화 내용을 구체화하여 분류한 것인데 이는 문화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문화 기술은 문화 학습이 문화 지식 습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실행과 문화 관점으로 확대함으로서
학습자가 습득한 문화지식을 실현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문화 유형’을 통해 문화 내용을 구체화하여 학습하고 이
를 ‘문화 기술’로써 실현시키도록 학습자에게 문화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김중섭 외(2017)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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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목표 및 내용을 문화 유형과 문화 기술을 적용하여 제시하고 있다(김중섭 외 2017:193-210). 이 연구에서는 문
화 유형의 내용적 분류를 통해 문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학습자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고 스스로 문
화의 특징을 비교・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 기술의 관점을 적용하여 문화의 목표 및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는 김
중섭 외(2017)의 연구에서 적용한 기준을 채택하여 ‘문화 유형’과 ‘문화 기술’을 기준으로 삼아 새터민 한국어교재 내 문
화교육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2.2. 문화교육내용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는 새터민의 한국어 교재 내에 있는 문화 교육 내용을 기준에 따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에서도 살
펴본 것처럼 언어 교육에는 문화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새터민의 언어 교육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새터민이 남한의 이질적인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문화적 특징 등을 함께 학습한다면 단순히 언어적 차이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저변에 깔린 남한의 문화적 특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재 내 문화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교재에서 문화를 제시할 때 문화 유형과 문
화 기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유형과 문화 기술을 기준으로 세워 새터민 교재 내
문화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2.2.1. 문화 유형에 따른 분석 기준
교재 내 문화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문화 유형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문화 유형은 연구자별로 다양한 분류 방
식이 있다. 박영순(2009)은 문화를 ‘정신문화, 언어문화, 예술문화, 생활문화, 제도문화, 학문문화, 산업기술 문화’ 등으로,
조항록(2004)은 ‘언어문화, 일상생활문화, 성취문화’ 등으로 나누고 있다. 또 한상미(2007)는 박경자(1997)가 Hammerly의
분류를 따서 만든 ‘행동문화, 정보문화, 성취문화’를 수용하여 문화를 구분하고 있다. 또한 남서윤(2007)은 Finocchiaro &
Bonomo와 Chastain이 제안한 문화 유형 분류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문화를 ‘물질문화, 행동문화, 정신문화’로 구분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남서윤(2007)에서 채택한 문화 유형을 기준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문화 유
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에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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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하위 요소

내용

문물 및 풍경

유적지, 관광지, 박물관, 건물, 도시풍경, 화폐, 과학

음식 및 음료
주택

물질
문화

주거환경, 가구 등

의복
교통 및 통신

도로, 교량, 대중수단, 매스컴, 통신수단 등

지형 및 기후
예절, 인사 및 소개법
행동
문화

가족들의 생활

가족구성, 호칭, 가족 구성원의 역할, 가정생활 등

사회제도, 법, 도덕

사회제도, 법률, 법령, 규약, 금기 등

교육 및 학생들의 생활

교육제도, 학교생활, 교우관계, 여가활동, 방과 후 생활 등

여가 생활

춤, 운동, 취미, 게임 등

국민성

가치관, 도덕성, 풍속, 기질, 자세 등

역사 및 종교

신앙심, 신화, 미신, 야화 등

언어

속담, 몸짓, 유행어, 가치관이 담긴 관용표현 등

인물

일화, 전기, 자서전 등

문학

전설, 우화, 시, 소설, 이야기, 일기, 편지 등

예술

연극, 음악 등

정신
문화

축제, 명절

<표 1> 문화 유형에 따른 문화교육내용 분석 기준(남서윤 2007:54)

2.2.2. 문화 기술에 따른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는 교재 내의 문화교육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두 번째 기준으로 문화 기술을 삼았다. 이는 교재 내 문화교
육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인데, 문화 기술에는 세 개의 하위 요소가 존재한다.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이 그것이다. 다음은 이 세 개의 요소의 특징을 설명한 표이다.

분류

특징

문화 지식

-한국 문화에 대해 선언적 지식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삼음.
-주로 한국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 수업을 통해 전달됨.

문화 실행

-한국 문화에 대해 절차적 지식의 실행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삼음.
-한국어 교사나 문화 전문가(강사)가 주도하는 교실 밖 수업을 통해 전달됨.
-체험, 행사, 견학 등의 내용으로 포함됨.

문화 관점

-한국 문화와 자국, 세계 문화를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교수・학습함.
-주로 한국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 수업을 통해 전달됨.

<표 2>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의 특징(김중섭 외 2017:200~20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 기술 요소 중 ‘문화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황인교(2007)는 ‘문화 기술’은 교재에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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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다룰 때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거나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을 다루고 평가하는 경험을 학습자가 하게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일방적인 설명 위주의 문화가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목표 문화를 비교하고 평가하게 하는 것이
학습자의 언어 숙달은 물론 문화 이해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문화 기술은 문화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문화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관점인 문화 관점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향(2011)에서도 상호작용적 관점으로 언어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어 교수 설계에 언어문화를 적용하여 이문화 학습자
를 적극적 참여자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박영순(2009)에서는 문화 교육의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 내
용 중에는 ‘모문화와 목표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자신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고, 다른 언어와 문화를 비교・대조할 수 있다’, ‘학습자 자신의 모국어 문화와 목표언어 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두 언어문화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등이 있다. 이를 통해서도
자문화와 목표문화를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서로 비교・대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새터민의 한국어 교재 중 문화 요소를 교육 내용으로 따로 제시하고 있는 교재를 추려내 그
안에서 문화 내용을 기술할 때 문화 관점의 비중을 어느 정도 두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발간된 새터민 대상 한국어교재를 전권 수집하여 각 교재 내의 문화교육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새터민 대상 한국어 교재 중 문화 교육 내용 연구를 위한 분석 교재로 타당한 교재를 먼저 분류하고자 한다. 그 후
에 현재 발간된 새터민 대상 한국어 교재 중 문화교육만을 위해 편찬된 교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재 내에서 문화교육
내용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현재 새터민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발간된 교재는 모두 8종이다. 「언어생활(개정판)」(하나원 2013), 「새터민을 위한
표준어 교육 교재」(국립국어원 2011),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 발음 교실」(국립국어원 2009),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
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 1(공공생활), 2(문화생활), 3(개인생활)」(권순희 외 2012),「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말하기 1, 2」(권순희 외 2013), 「북한이탈주민 남한 직장 생활 용어집」(중소기업중앙회 2012), 「북한 주민
이 알아야 할 남한 어휘 3300」(정종남 2000), 「북한 주민이 모르는 어휘」(전수태 외 2000)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북한이탈주민 남한 직장 생활 용어집」, 「북한 주민이 알아야 할 남한 어휘 3300」, 「북한 주민이 모르는 어휘」
의 3종의 교재는 남한에는 있지만 북한에는 없는 남한 어휘를 가나다순으로 사전식으로 배열하고 있어 본 연구에는 타당
하지 않은 교재라 판단하여 이를 분석 대상 교재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총 5종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다. 다음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교재에 대해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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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

발행기관

교재 목차 및 구성

표기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
발음 교실(2009)

국립국어원

표준발음, 이렇게 연습하세요.
끌? 꿀?
언 감자? 온 감자?
시장? 싀장?
마디? 마지?
소립? 솔립?
락성대? 낙성대?
단어의 억양
문장의 억양

새터민을 위한
표준어 교육 교재(2011)

국립국어원

남북한 어문 규정 비교
표준어의 발음과 억양
표준어의 어휘와 표현

B

권순희 외
(국립국어원 기획)

상황별 배울 어휘 소개
기억하기 쉬운 구조로 제시(씨앗 심기)
일상의 의사소통 상황 제시(물 주기)
문화 제시(새싹 틔우기)
익힘 문제(꽃 피우기)
정리하기(열매 맺기)
생활 정보 제공(쉬어 가기)

C

권순희 외
(국립국어원 기획)

상황별 배울 화행 표현 소개
본문 제시
억양, 표현, 대화 연습 제시
연습 문제 제시
북한이탈주민의 경험 나누기 및 남한의 문화 나누기 제시(쉬
어 가기)

D

남북한 언어 비교
표준발음 연습
외래어
기초영어

E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어휘 1, 2, 3 (2012)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생활 말하기 1, 2 (2013)

언어생활
(개정판 2013)

하나원

A

<표 3> 분석 대상 교재
본 연구는 위 교재 내에 있는 문화교육내용을 따로 도출하여 이를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문화 유형에 따라 문화교육내용을 분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문화 유형 분석 기준은 문화를 ‘물질문화, 행동
문화, 정신문화’ 등으로 나눈 것이다. 각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교육내용을 이러한 문화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각
교재 내의 문화교육내용이 각 문화유형요소에 고르게 분포・배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문화 기술에 따라 문화교육내용을 분류하는 것이다. 문화 내용 기술에는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
의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문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교재 내 문화 교육 내용이 문화 관점에 어
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문화기술에 따른 분석은 교재 내 제시된 문화 교육 내용의 기술
방법을 바탕으로 분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문화 교육 내용을 따로 제시한 교재가 분석 대상이 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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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4.1. 새터민 대상 한국어교재의 문화교육내용
위에서 밝힌 것처럼 현재 발간된 새터민 대상 한국어교재 총 8종 중에서는 문화교육만을 위해 편찬된 문화 분리 교재
는 없었다. 대부분 새터민이 남한에서 적응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인 발음 및 억양과 어휘 등에 초점을 맞
추어 교재가 편찬되었다. 이러한 교재 중에는 교재 내에서 문화 항목을 따로 만들어 교육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교재
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재도 있었다. 또한 교재 구성 시 문화항목을 따로 분류해놓지 않았지만 교재 내에서 문화 내용을
소개・제시하고 있는 교재도 있었다. 다음은 교재 내에서 문화항목을 따로 제시하고 있는 교재와 문화교육내용을 제시하
고 있는 교재 등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교재

교재 구성 내
문화 항목
제시 여부

교재 내
문화교육내용
제시 여부

A

X

X

B

X

O

3단원 표준어의 어휘와 표현 중 ‘쇼핑에서의 카드 문화’ 소개(국립국어원 2011:45).

C

O

O

4단원 ‘새싹 틔우기’에서 각 주제에 해당하는 남한의 문화적 특징 제시.

D

O

O

5단원 ‘쉬어 가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경험 나누기 및 남한의 문화 나누기 제시.

E

X

X

교재 내 문화교육내용 제시 위치

<표 4> 새터민 대상 한국어교재 내 문화항목 제시 여부 및 문화교육내용 제시 여부
위 5종의 교재 중 문화 내용을 따로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교재는 C와 D교재가 있었다. 두 교재는 각각 새싹 틔
우기, 쉬어 가기라는 이름을 붙여 문화내용을 교육내용으로 목차에 제시하고 있었다. 그 외 교재에서는 어문 규정, 발음
및 억양, 어휘 등을 중심으로 교재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문화내용은 따로 항목화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B교재 역시 마찬
가지였으나 3단원 표준어의 어휘와 표현 중에서 ‘쇼핑에서의 카드 문화’라는 제목으로 남한의 쇼핑과 결제 문화에 대해
한 페이지 분량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었다(국립국어원 2011:75). B교재 전체 내용에 비해 문화내용의 분량이 적지만
문화내용이 교재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 표에서 문화교육내용이 제시되어 있다고 표시하였다.
또한 A, B, E의 세 교재는 문화 내용을 따로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어휘나 발음 연습 상황 등을 제시할
때 남한의 문화적 특징을 내포하여 어휘 및 발음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A, B, E교재에서 문화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따로 도출하여 이를 문화교육내용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은 문화교육
내용 제시하지 않은 교재 중 문화교육내용 도출 가능한 부분을 표로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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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문화교육내용 도출 가능한 부분

예시

A

교재 내 <생활 속 대화>에서 설정한 대화 상황

‘전화로 직장 구하기, 부드럽게 거절하기(화행),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서 떼기, 은행에서 계좌 개설하기, 백화점에서 넥타이 사기, 우체국에서
소포 부치기, 기차표 구매하기’ 등 7개 상황.

B

3단원 ‘표준어의 어휘와 표현’ 중 주제별로 어휘를 분류해
목록으로 제시한 부분(국립국어원 2011:54-75).

‘교육, 의료, 직장, 교통, 통신, 인간관계, 개념어/기호 등, 의복, 음식, 주
거, 화장품, 미용실’ 등 12개 주제.

E

3단원 ‘외래어’ 중 외래어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목록으로 단
순 제시한 부분(하나원 2013:53-192).

‘쇼핑, 음식점・식품・식생활, 주택, 교통, 이・미용, 패션, 사무용품, 건
강 여가, 정보 통신, 취업, 대중문화, 생활 및 사회문화’ 등 12개 주제.

<표 5> 문화교육내용 제시하지 않은 교재 중 문화교육내용 도출 가능한 부분 및 예시

4.2. 문화 유형에 따른 교재별 문화교육내용
각 교재는 주제 및 상황별로 단원의 목차를 구성하여 각 주제에 해당하는 어휘와 표현, 발음 및 억양 연습 상황, 문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 내용이 포함된 각 교재의 주제 및 상황 등이 문화 유형의 하위 요소별
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학습자가 문화 내용을 문화 유형별로 고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
재가 구성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표 4>에서 제시한 것처럼 교재 내에서 문화내용을 항목화하고 있는 C, D교재는 각 단원별
주제에 따라 그와 관련된 문화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서 단원의 주제를 문화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외 나머지 3종의
교재는 <표 5>와 같이 문화교육내용을 따로 항목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휘와 발음 연습 상황 등을 제시할 때 남한의 문
화적 특징을 내포하여 어휘 및 발음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문화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
를 따로 도출하여 문화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았다.

① A교재 내 문화교육내용의 문화 유형에 따른 분류
A교재는 남한의 발음 및 억양 연습에 초점을 맞춘 교재로 남한과 북한의 발음 특성의 차이가 큰 것들을 중심으로 교
재 목차 및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A교재는 서로 다른 발음 특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을 먼저 대화로 제공하
고, 해당하는 남한의 발음에 대한 설명과 이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제공한다. 그 후 <생활 속 대화>에서 특정 상황을
설정하여 그 속에서 발음 및 억양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는 대화문을 마련해놓고 있다. 본 교재에
서 문화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각 과의 <생활 속 대화>에서 설정한 상황이다. 각 과에서 설정한 상황에서 도
출되는 어휘 등은 문화적 지식 없이 학습자가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여 의사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A교재에서 제시한 상황이 각 문화유형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A교재에서 제시한 상황은 ‘전화로 직장 구하기, 부드럽게 거절하기(화행),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떼기, 은행에
서 계좌 개설하기, 백화점에서 넥타이 사기, 우체국에서 소포 부치기, 기차표 구매하기’ 등 모두 7개였다. 이 중 물질문화
에 해당하는 상황은 ‘기차표 구매하기’ 등으로 1개로 나타났다. 행동문화에 해당하는 상황은 ‘전화로 직장 구하기, 동사무
소에서 인감증명서 떼기, 은행에서 계좌 개설하기, 백화점에서 넥타이 사기, 우체국에서 소포 부치기’ 등 모두 5개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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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정신문화에 해당하는 상황은 ‘부드럽게 거절하기(화행)’ 등으로 1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A교재에서는 문화교육내용
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별 문화유형이 행동문화, 물질문화, 정신문화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② B교재 내 문화교육내용의 문화 유형에 따른 분류
B교재도 문화내용을 따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표 5>와 같이 3단원의 표준어의 어휘와 표현
부분에서 ‘쇼핑에서의 카드 문화’라는 제목으로 남한의 문화에 대해 짧게 제시하고 있었다. 이를 포함하여 B교재 내에서
문화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3의 표준어의 어휘와 표현 중 주제별로 어휘를 분류하여 목록을 제시하는 부분이
다(국립국어원 2011:54-75). 먼저 B교재에서 제시한 주제는 ‘교육, 의료, 직장, 교통, 통신, 인간관계, 개념어/기호 등, 의
복, 음식, 주거, 화장품, 미용실, 쇼핑에서의 카드문화’ 등 모두 13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문화교육이 가능한 내용을 도
출하여 이를 문화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결과 물질문화로 분류할 수 있는 주제는 ‘교통, 통신, 의복, 음식, 주거’ 등 모두 5
개에 해당했다. 행동문화로 분류할 수 있는 주제는 ‘교육, 의료, 직장, 인간관계, 화장품, 미용실, 쇼핑에서의 카드문화 등’
모두 7개에 해당했다. 마지막으로 정신문화에 해당하는 주제는 ‘개념어/기호’ 등 1개로 나타났다. B교재에서는 문화유형
이 행동문화, 물질문화, 정신문화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③ C교재 내 문화교육내용의 문화 유형에 따른 분류
C교재는 교재 내에서 문화내용을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C교재는 학습자의 휴대성을 고려하여 ‘1. 공공생활, 2. 문
화생활, 3. 개인생활’ 등 3권으로 분권되어 있다. C교재는 상황 및 주제별로 그에 해당하는 어휘를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
으며 1, 2, 3권을 모두 합하여 총 18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C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는 ‘관공서, 교육, 금융, 사회, 의료, 직장, 교통, 통신, 매체, 여가, 인간관계, 개념어・기
호・색상・크기・숫자, 의복, 음식, 주거, 쇼핑, 화장품, 미용실’ 등 모두 18개가 있었다. 이 중 물질문화에 해당하는 단원
은 모두 6개(교통, 통신, 매체, 의복, 음식, 주거 등)로 나타났다. 행동문화에 해당하는 단원은 모두 10개(관공서, 교육, 금
융, 사회, 의료, 직장, 여가, 쇼핑, 화장품, 미용실 등)로 나타났다. 정신문화에 해당하는 단원은 모두 2개(인간관계, 개념
어・기호・색상・크기・숫자 등)로 나타났다. C교재는 문화유형이 행동문화, 물질문화, 정신문화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④ D교재 내 문화교육내용의 문화 유형에 따른 분류
D교재는 C교재와 연계성을 가지고 구성된 교재이기 때문에 교재의 구성은 C교재와 비슷하다. D교재 역시 문화내용을
교재 내에서 항목화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1, 2권으로 분권되어 있다. D교재도 총 18개의 단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주제는
‘관공서, 교육, 금융, 사회, 의료, 직장, 교통, 통신, 대중매체, 여가, 인간관계, 언어예절, 의류, 음식, 주거, 쇼핑, 미용, 화
법 정리’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중 ‘화법 정리’ 단원에서는 문화내용을 따로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D교재에서 문
화유형별로 분류한 단원은 ‘화법 정리’를 제외한 총 17개이다. 이 중 물질문화에 해당하는 단원은 모두 6개(교통, 통신,
대중매체 등)였다. 행동문화에 해당하는 단원은 모두 9개(관공서, 교육, 금융, 사회, 의료, 직장, 여가, 쇼핑, 미용 등)였다.
정신문화에 해당하는 단원은 모두 2개(인간관계, 언어예절 등)였다. D교재 역시 문화유형이 행동문화, 물질문화, 정신문화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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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교재 내 문화교육내용의 문화 유형에 따른 분류
E교재에서는 문화내용을 따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문화교육내용이 내포되어 있어 이를 따로 도출
하였다. 문화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3단원 외래어이다. 여기서는 외래어의 뜻과 예시 등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목록으로 단순 제시하고 있다(하나원 2013:53-192). 학습자가 E교재의 외래어를 학습할 때 그 단어가 쓰이는 상황이나
맥락의 문화적 지식 없이 해당 외래어를 특정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E교
재의 외래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려면 본 교재에서 제시한 주제에 해당하는 어휘와 함께 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문화
적 내용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교재에서는 ‘쇼핑, 음식점・식품・식생활, 주택, 교통, 이・미용, 패션, 사무용품, 건강 여가, 정보 통신, 취업, 대중문
화, 생활 및 사회문화’ 등 모두 12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주제를 문화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물질문화에 해당
하는 주제는 ‘음식점・식품・식생활, 주택, 교통, 정보 통신’ 등으로 모두 4개였다. 행동문화에 해당하는 주제는 ‘쇼핑,
이・미용, 패션, 사무용품, 건강 여가, 취업, 생활 및 사회문화’ 등으로 모두 7개를 차지했다. 정신문화에 해당하는 주제는
‘대중문화, 생활 및 사회문화’ 등으로 2개를 차지했다. 본 교재에서 제시된 주제는 총 12개지만 ‘생활 및 사회문화’의 주
제가 정신문화와 행동문화의 유형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세 개의 문화유형에 해당하는 주제는 모두 13개로 나타났다. 따
라서 E교재에서는 문화교육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주제의 문화 유형이 행동문화가 가장 많았고, 물질문화와 정신문화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각 교재에서 도출한 문화교육내용을 문화 유형에 따라 분류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다. 다음은 그 표에 해당하
는 것이다.

문화유형

물질문화(%)

행동문화(%)

정신문화(%)

총 문화유형 수

A교재

1(14.2)

5(71.4)

1(14.2)

7

B교재

5(38.4)

7(53.8)

1(7.6)

13

C교재

6(33.3)

10(55.5)

2(11.1)

18

D교재

6(35.2)

9(52.9)

2(11.7)

17

E교재

4(30.7)

7(53.8)

2(15.3)

13

합계

22(32.3)

38(55.8)

8(11.7)

68

교재

<표 6> 문화유형에 따른 교재별 문화교육내용 분류 (단위 : 개)
위 분류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새터민 대상 한국어교재 내의 문화교육내용은 행동문화가 약 55.7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물질문화가 약 32.3%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마지막은 정신문화가 약 11.7%로 가장 적게 나타
났다. 세 개의 문화 유형의 분포는 한 곳에 지나치게 편중되지는 않았고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즉, 새터민 학
습자에게 문화교육내용이 문화유형별로 비교적 고르게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새터민이 남한
에서 적응하며 생활하는 환경에서 가장 일차적으로 접하고 사회제도나 교육 등 새터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이 행동문화, 물질문화에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문화교육내용이 행동문화와 물질문화 위주로 제공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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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문화 기술에 따른 교재별 문화교육내용
교재 내에서 문화교육내용을 기술할 때 세 가지 관점으로 기술할 수 있다. ‘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점’이 그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관점 중 ‘문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새터
민의 교재 내에 제공된 문화교육내용이 어느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문화 관점’의 측면에서 기술된 내용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재 내에서 제시된 남한의 문화에 대한 내용이 남한과 북한의 서로
다른 문화적 내용을 함께 제공하였는지 혹은 남한의 문화적 특징에 대해 기술하면서 서로 다른 북한의 문화 특징에 대해
생각해보는 질문 거리를 마련하였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문화적 내용을 서술할 때 서술자의 관점이 남한 혹은 북한
측에 치우친 주관적 입장에서 서술하였는지 객관적 입장에서 서술하였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왜냐하면 서술자의 관점이
주관적일 경우 학습자가 문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술자의
기술 입장 또한 중요한 분석 내용이 된다.
이를 위해 교재 내에 문화교육내용이 포함된 C와 D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C교재는 학습자의 휴대성을 위해 1,
2, 3권으로 분권되어 있다. 따라서 각 분권된 교재 내의 문화교육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문화기술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다음은 C교재 1권의 문화교육내용과 이를 문화기술유형에 따라 분류한 표이다. 시각의 편의성에 따라 문화기술유형 중
남한2)에 대한 문화지식을 ‘가’, 남한에 대한 문화실행을 ‘나’, 남・북 문화관점을 ‘다’로 표기하여 분류하였다.

단원

단원명

1

관공서

2

교육

3

금융

4

사회

5

의료

6

직장

문화 주제명

문화기술유형

증명 서류 편하게 발급받는 법

가

우체국 이용하기

가

대학 입학 정보 탐색하기

가

대학 생활 정보 탐색하기

가

인터넷 뱅킹하기

가

전세 문화

가

‘자유 민주주의’국가에서 살아가기

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

남북의 의료 비교

다

예방 접종

가

취업 스터디를 한다고요?

가

직장에서 팀워크 다지기

가

비고

남한과 북한의 의료 특징을 표로 제시

<표 7> 「C교재 1. 공공생활」 문화교육내용의 문화기술유형에 따른 분류
C교재는 각 단원마다 2개의 문화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 내용이 북한의 문화적 특징을 언급하지 않고 남한의
문화적 특징에 대해서만 기술되었다면 남한 측 문화지식 측면에서 기술되었다고 분류하였다. 또한 주제에 해당하는 문화
내용을 남한과 북한의 특징 모두 기술하고 있거나 남한 측 문화지식만을 기술하더라도 학습자가 북한의 문화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질문거리 등을 제공했다면 남・북 문화관점 측면에서 내용을 기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본 연구에서 ‘남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새터민 교재에서 ‘남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
이다. 본 연구의 용어는 교재를 기준으로 하여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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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라 C교재 1권을 분석한 결과 총 12개의 문화내용 중 11개가 ‘남한 측 문화지식’ 측면에서 문화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고, 단 1개만이 ‘남・북 문화관점’의 측면에서 내용이 기술되었다. 예를 들어 1. 관공서 단원의 ‘우
체국 이용하기’ 문화내용을 보면 남한에서의 국제 소포 보내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는데, 이는 새터민 학습자가
이 주제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두 문화적 특징을 비교・대조하며 살피기에 내용이 부족하다. 또한 문화내용 이외에 남한
과 북한의 문화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질문거리 등과 같은 요소도 따로 두지 않아 남한 측의 일방적인 문화지식만을
기술하고 있다(권순희 외 2012:28-29).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된 문화내용을 ‘남한 측 문화지식’이라고 분류하였고 본 교
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기술된 문화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의료 단원의 ‘남・북 의료 비교’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의료 제도와 의약 분업, 한방 의학 등 서로 다른 두 문화의
특징을 표로 제시하여 학습자가 비교・대조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또한 내용을 기술할 때도 객관적 사실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남・북 문화관점’의 측면에서 문화 내용이 기술되었다고 분류하였다. 그러나
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된 문화내용의 비중이 매우 적었다. 다음은 C교재 2권의 문화교육내용에 대해 분석
한 표이다. 시각의 편의성에 따라 문화기술유형 중 남한 측 문화지식을 ‘가’, 남한 측 문화실행을 ‘나’, 남・북 문화관점을
‘다’로 표기하여 분류하였다.

단원

단원명

1

교통

2

통신

3

매체

4

여가

5

인간관계

6

개념어, 기호,
색상, 크기,
숫자

문화 주제명

문화기술유형

서울의 버스 체계

가

교통사고 처리방법 절차

가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가

컴퓨터 바이러스 조심

가

남한의 뉴스방송

가

인터넷으로 매체 즐기기

가

스포츠 응원 문화

가

국경일 및 공휴일

가

장례 문화

가

외모가꾸기 문화

가

실수하기 쉬운 개념어

다

기호 이해하고 표현하기

가

비고

‘일없다’, ‘소행’, ‘질’ 등의 남·북간
서로 다른 의미의 어휘 제시

<표 8> 「C교재 2. 문화생활」 문화교육내용의 문화기술유형에 따른 분류
이 교재 역시 총 12개의 문화내용 중 11개가 ‘남한 측 문화지식’의 측면에서 기술되었고, 단 1개만이 ‘남・북 문화관
점’에서 기술되어 ‘남・북 문화관점’의 측면에서 문화 내용이 기술된 비중이 매우 적었다. 6단원의 ‘실수하기 쉬운 개념
어’에서는 형태는 같지만 남한과 북한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다. ‘일없다’, ‘소행’, ‘질’ 등이
그에 해당한다. 본 교재에서는 이 세 단어를 설명할 때 북한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먼저 제시하고 남한에서 사용되는 의
미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내용 제시를 통해 새터민 학습자가 남한과 북한의 서로 다른 의미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북
한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남한에서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지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를 배려한
서술자의 기술 태도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C교재의 3권의 문화교육내용에 대해 분석한 표이다. 시각의 편의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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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술유형 중 남한 측 문화지식을 ‘가’, 남한 측 문화실행을 ‘나’, 남・북 문화관점을 ‘다’로 표기하여 분류하였다.

단원

단원명

1

의복

2

음식

3

주거

4

쇼핑

5

화장품

6

미용실

문화 주제명

문화기술유형

의류 환불·수선 문화

가

가정에서 세탁할 때 주의할 점

가

음식 배달 문화

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방법

가

집을 구해요(집 구하는 방법)

가

공부방(남한의 교육과정 소개, 공부방에 대한 설
명 등)

가

현명한 소비

가

쇼핑에서의 카드 문화

가

클렌징과 마사지

가

피부타입별 화장

가

미용실 문화(화장, 네일 케어, 헤어 용품 판매 등
에 대한 설명)

가

비고

실제 배달 상황을 대화문으로 제시

<표 9> 「C교재 3. 개인생활」문화교육내용의 문화기술유형에 따른 분류
C교재 3권에서는 위 두 교재와 마찬가지로 총 6개의 단원이나 6단원에서 문화교육내용을 1개만 구성하고 있어서 총
11개의 문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0개의 문화교육내용이 ‘남한 측 문화지식’에 해당했으며 ‘남・북 문화관점’의
측면에서 기술된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2단원에서 ‘남한 측 문화실행’의 측면으로 기술된 내용이 있었다. 문화실행은 학
습자가 배운 문화 내용을 직접 체험해보는 관점으로 이는 주로 교실 밖 활동을 통해서 이뤄진다. 따라서 문화 내용을 기
술하는 유형 중 문화실행의 관점은 따로 분류・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교재 2단원의 ‘음식 배달 문화’는 실제 남한
의 음식 배달 상황을 대화문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는 지식을 전달하는 측면보다는 문화를 실행하는 기능이 많이 포함되
어 있다고 판단하여 ‘남한 측 문화실행’으로 따로 분류하였다.
다음은 D교재의 문화교육내용을 문화유형기술에 따라 분류・분석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D교재도 C교재와 마찬가
지로 1,2권으로 분권되어 있고 각 단원마다 2개의 문화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D교재와 C교재의 차이점은 총
구성 단원이 9개라는 것과 D교재에서는 문화교육내용을 ‘북한이탈주민의 경험 나누기’와 ‘남한의 문화 나누기’로 구성하
여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험 나누기’가 추가된 것은 먼저 온 새터민이 자신이 남한에 적응하는 과
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제시함으로써 새터민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새터민의 남한 사회의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
고 교재에서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제시할 때 D교재에서는 어떠한 측면에서 문화내용을 기술했는지를 살펴보
겠다. 먼저 D교재 1권의 문화교육내용을 분석한 표이다. 시각의 편의성에 따라 문화기술유형 중 남한 측 문화지식을
‘가’, 남한 측 문화실행을 ‘나’, 남・북 문화관점을 ‘다’로 표기하여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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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명
1

관공서

2

교육

3

금융

4

5

6

사회

의료

직장

7

교통

8

통신

9

대중매체

문화 주제명

문화기술유형

비고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일

가

남북 우체국 이용 방법, 주소 쓰는 방법

다

남북의 차이를 설명글로 제시

담임선생님께 사정 전하기, 뇌물과 촌지의 차이

다

남북의 차이를 설명글로 제시

남북의 직업 구하는 가치관 차이 및 취직절차

가, 다

남북의 차이를 설명글로 제시

남북의 돈 꾸기의 가치관 차이, 통장 특징 소개

가, 다

남북의 차이를 설명글로 제시

보험에 대한 어려움 호소 경험, 의료실비보험 소개

가

남북의 선거에 대한 개념 차이, 남한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가, 다

법을 모르기 때문에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 법률상담 사이
트 소개

가

남북의 머리 아플 때 쓰는 표현 차이, 의사에게 질문하기, 의사가
되는 과정

가, 다

남북의 차이를 설명글로 제시

남북의 얼굴 수척해진 사람에게 쓰는 표현 차이, 병문안 선물, 입
원할 때 준비물, 환자의 음식 등

다
가

남북의 차이를 설명글로 제시

남북의 출근이 늦었을 때와 업무 전화 받을 때의 차이, 남한의
구내 식당

가, 다

남북의 차이를 설명글로 제시

남한의 직장 위계에 따라 진행되는 일처리, 결근신고서 소개

가

외래어가 많은 길 안내 표현 및 표지판, 지하철 급행열차 타기

가

북한이탈주민의 접촉사고 경험, 자동차 보험 소개

가

광고전화, 휴대폰 요금 줄이는 방법

가

요금 주의사항, 이모티콘

가

자신의 감정표현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
게 표현하는 남한의 TV프로그램

가

유머감각과 사회생활, 프로그램 시청 제한과 한류

가

남북의 차이를 설명글로 제시

<표 10> 「D교재 1권」 문화교육내용의 문화기술유형에 따른 분류
위 교재는 총 18개의 문화교육내용이 제공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경험 나누기’와 ‘남한의 문화 나누기’의 내용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보니 한 문화 주제 내에 문화 기술 유형이 2개씩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문화교육내용
은 18개지만 한 주제 내 문화 기술 유형이 2개씩 사용되는 것을 모두 포함하면 총 24개의 문화기술유형을 제시하고 있
다.
D교재에서 ‘남・북 문화관점’ 측면에서 문화내용을 기술한 방식은 교재에서 각 주제에 해당하는 문화내용을 설명할 때
설명글 내에 북한에 있는 문화적 특징을 함께 서술하여 남한과 북한의 문화 특징의 차이를 밝히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남・북 문화관점’에서 문화내용을 기술할 때 서술자가 객관적 사실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고 내용 제시할 때 북한의 내용
을 먼저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새터민 학습자를 배려한 표현과 서술 태도로 볼 수 있다.
D교재 1권의 문화교육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24개의 문화교육내용 중 8개의 문화내용에서 ‘남・북 문화관점’의 측면
에서 내용이 기술되었다. 이는 C교재의 ‘문화관점’ 측면의 비중보다는 많지만 전체적인 비중을 살펴봤을 때 그리 많은 정
도는 아니었다. 다음은 D교재 2권의 문화교육내용을 분석한 표이다. 시각의 편의성에 따라 문화기술유형 중 남한 측 문
화지식을 ‘가’, 남한 측 문화실행을 ‘나’, 남・북 문화관점을 ‘다’로 표기하여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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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단원명

문화 주제명

문화기술유형

1

여가

주민센터나 복지회관을 몰라서 겪는 어려움, 국가평생교
육진흥원 소개

가

남북의 부탁할 때 표현 차이, 요령 있게 거절하기
2

인간관계

3

언어예절

4

5

6

7

8

의류

음식

주거

쇼핑

미용

가, 다

낯선 남한 선물 문화, 남한의 입학․졸업․ 임신․ 출산․ 명절
선물

가

남북의 호칭어 차이, 친오빠․ 남자친구․ 남편이 모두 오빠?

가, 다

통신 매체 사용 시 북한이탈주민의 실수담, 올바른 전화예
절

가

외래어로 된 의류 관련 표현으로 인한 어려움, 가격의 비
밀 및 미니스커트 이야기

가

홈쇼핑 실수담, 홈쇼핑 사용유의점 및 재활용품 가게 소개

가

남북 식당 서비스 관련 차이 및 유의점, 남한 빵 종류 및
빵 싸게 사는 법 소개

가, 다

남한의 배달문화 이용 시 부담 느끼는 요인, 남한의 배달
문화

가

남한의 낯선 아파트 문화, 관리사무소, 남한의 아파트 고
지서 소개

가

북한이탈주민의 낯선 칭찬 문화, 주거지 분리수거

가

북한이탈주민의 시장에서의 에누리 경험, 재래시장 상품
권 및 각종 상품권 소개

가

알뜰 장터․ 직거래 장터․ 재래시장 차이 설명, 마트 점원의
예절교육 소개

가

화장품 전문점과 인터넷 쇼핑몰 소개

가

남한의 남자직원, 남한의 미용실 소개

가

비고

남북의 차이를 설명글로 제시

남북의 차이를 설명글로 제시

남북의 차이를 설명글로 제시

<표 11> 「D교재 2권」 문화교육내용의 문화기술유형에 따른 분류
D교재 2권에서 문화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원은 총 8단원이며 각 단원마다 2개의 문화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만 1단원에서는 문화내용을 1개만 제시하였다. 따라서 D교재 2권은 총 15개의 문화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재 역시 한 주제 내에 문화 기술 유형이 2개씩 사용되는 것이 있었다. 따라서 위 교재에서는 18개의 문화 기술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3개의 문화내용만이 ‘남・북 문화관점’의 측면에서 기술되었고 나머지 12개의 문화내용은 모두 ‘남
한 측 문화지식’의 측면에서 기술되었다. 이 교재에서 ‘남・북 문화관점’의 측면에서 문화 내용을 기술한 방식 역시 D교
재 1권과 동일하게 각 주제에 해당하는 문화내용을 설명할 때 설명글 내에 남한과 북한의 서로 다른 문화적 특징을 함께
서술하여 두 문화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문화내용을 서술할 때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내용을 서술하고 있
으며 남한과 북한을 같이 부르는 상황에서 ‘북한과 남한’이라고 표현하는 등 학습자를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모두 정리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다음 표에서 교재를 표기할 때 C
교재 1권을 ‘C-1’, D교재 1권을 ‘D-1’ 등과 같은 방법으로 기술하여 표를 정리하였다. 또한 각 문화기술요소는 남한 측
문화지식을 ‘가’, 남한 측 문화실행을 ‘나’, 남・북 문화관점을 ‘다’로 표기하여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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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술

가(%)

나(%)

다(%)

총 문화기술 수

C-1

11(91.6)

0(0)

1(8.3)

12

C-2

11(91.6)

0(0)

1(8.3)

12

C-3

10(90.9)

1(10)

0(0)

11

D-1

16(66.6)

0(0)

8(33.3)

24

D-2

15(83.3)

0(0)

3(16.6)

18

합계

63(81.8)

1(1.29)

13(16.8)

77

교재

<표 12> 문화 기술에 따른 문화교육내용 분류 (단위 : 개)
C교재 1, 2, 3권과 D교재 1, 2권을 분석한 결과 문화교육내용을 기술할 때 대부분 남한 측의 문화적 특징만을 기술하
는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남・북 문화관점’의 측면에서 기술한 비중은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
재의 문화내용 기술 방법은 학습자가 서로 다른 두 문화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에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
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습 대상이 새터민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북한의 문화적 특징을 제시하지 않더라
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새터민 역시 다양한 지역과 배경에서 오게 되었기 때문에 같은 새터민이라 하더라
도 같은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주제에 대한 문화적 내용을 제시할 때 북한의 문
화적 특징을 함께 제시하거나 혹은 남한의 문화적 특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 등을 질문할 수 있는 요소
등을 마련하여 학습자가 한 문화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가 문
화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문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객관적인 태도로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C와 D
교재에서는 이 부분에서 객관적인 태도로 내용을 적절하게 잘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두 문화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 북
한을 먼저 언급하는 등 새터민 학습자를 배려하는 표현을 잘 사용하고 있었다.

5. 마무리
본 연구는 기존에 새터민의 언어 교육을 위한 연구 중 문화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새터민 대상 한국어교재 내에 있는
문화 교육 내용을 문화 유형과 문화 내용 기술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화 교육 내용을 분석
하는 기준으로 문화 유형과 문화 기술을 채택한 것은 문화 유형은 문화교육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필요하며 문화 기술은
문화 지식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하다. 따라서 이 두 기준은 학습자가 문화 유형을 통해 문화 지식을 구체적으로 학습하
여 문화 기술로써 학습한 지식을 실현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문화 유형과 문화 기술을 문화 교
육 내용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효과적인 새터민의 문화교육을 위해 살펴봐야할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이
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새터민 대상 한국어교재 중 문화교육을 위한 교재가 있는지와 교재 내에 문화교육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두 번째는 교재에서 제시된 문화교육내용이 문화 유형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
해 보았다. 세 번째는 효과적인 문화 학습에는 문화내용기술 방법 중 ‘문화 관점’의 측면이 중요한데 현재 새터민 교재
내에서는 ‘문화 관점’ 측면에서 전체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먼저 현재 새터민을 위해 발간된 한국어교재는 총 8종이 있다. 이 중 문화교육만을 위해 발간된 교재는 없었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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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이 가장 어려워하는 언어 요소로 꼽히는 어휘와 발음 및 억양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 교재가 대부분이었다.
총 8종의 교재 중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교재는 5종이다. 이 중 교재 내에서 문화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재는 모두 3종이었으나 교재 구성 시 문화 항목을 따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은 2종이었고, 나머지 1종은 문화 항목을
따로 제시하지는 않고 어휘와 표현 학습 내용 중 단 1페이지에서 문화내용을 잠깐 언급하고 있었다. 이는 문화교육내용
을 예시처럼 제시한 경우기 때문에 문화교육을 위해 적절한 교재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현재 발간
된 새터민 언어교재에는 문화교육을 위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역시 다른 어휘나 발
음에 비해 적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5종의 교재 내에서 문화교육내용으로 제시 가능한 부분을 도출하여 이를 문화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이는 현
재 교재에서 제시할 수 있는 문화교육내용이 각 문화유형에 따라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결과 행동문화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물질문화, 정신문화가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교재에서 제시된 문화교육내용의 기술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교재 내에 문화교육내용이 따로 포함된 2종의
교재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남한 측 문화지식’의 측면에서 내용이 기술되었으며 ‘남・북 문화관
점’의 측면에서 내용을 기술한 것은 그 비중이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현재 새터민을 위한 언어교육에서 어휘나 발음 및 억양 등 다른 언어적 요소에 비해 문화교
육을 위해 마련된 자료나 편찬된 교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효과적인 새터민의 언어 교육을 위해
문화 교육을 위한 교재 및 자료가 함께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문화교육을 위한 교재 편찬 및 기존 언어 교
재 내에 문화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교육내용을 마련할 때 문화유형별로 내용을 고르게 배치하
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편찬된 교재에서는 행동문화의 비중이 가장 컸고 정신문화의 비중이 적었다. 이는 새터민 학습자
의 주된 관심사와 필요성이 문화 유형의 비중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각 문화 유형의 비중이 적당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와 같이 문화 유형에 따라 분류한 문화교육내용을 기술할 때 ‘남・북 문화관점’에 초점을 두어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각 주제에 해당하는 문화내용이 남한의 문화 특징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문화적 특징을 함께
기술하거나 남・북간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질문거리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각 문화를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내용을 구성 및 기술하여 학습자에게 효과적인 문화 학습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
한 연구 결과가 향후 새터민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문화 교육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러
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편찬된 교재를 학습자가 학습했을 때 이전의 교재와 비교하여 문화적 적응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는 차후에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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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새터민 대상 한국어교재의 문화교육내용 연구”에 대한 토론문
이지용(고려대학교)

새터민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것은 보다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기본적
인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결국은 부적응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선생님의 연구는 새터민의 문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과 언어 교육인 한국어교육의 범주에서 문
화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로 여겨집니다. 다만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
고자,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의문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석 기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먼저, 새터민 대상 한국어 교재 내에 있는 문화 교육 내용을 남서윤(2007)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분석하신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문화 교육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효용)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
제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문화 기술에 대한 분석 기준으로 제시하신 ‘문화 관점’의 요소 이외에 ‘문화 실행’이나 ‘문
화 지식’의 요소는 반영되어 있는 것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분석 기준들 외에, 문화 교육 내용 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준이 도출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분석 대상인 교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새터민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발간된 8종의 교재 가운데 3
종의 교재인 ‘북한이탈주민 직장 생활 용어집’, ‘북한 주민이 알아야 하는 남한 어휘 3300’, ‘북한 주민이 모르는 어휘’를
‘남한에는 있지만 북한에는 없는 남한 어휘를 사전식으로 배열하고 있어 본 연구에는 타당하지 않은 교재’로 보고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휘 자체가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교육할 수 있는 문화 교육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분석 대상에 속한 교재의 목차를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재를 구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식의 배열이라는 점에
서 분석 기준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기는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없는 어휘라는 점 자
체가 문화적 요소를 담아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교재들을 대상으로 문화 교육 내용을 분석하지 못
한 보다 구체적인 이유와, 이러한 교재의 문화 교육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에 대해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효율적인 문화 교육의 내용 구성 체계가 궁금합니다. 현재 교재 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한국어 교육에서는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는 ‘언어 항목’의 측면과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는 ‘주제 및 과제’의 측
면, 그리고 언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문화’ 자체적인 측면 등이 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화 교육 내용이
각각 어떠한 목적의 교재에, 어떠한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효과적일지 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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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단기 실습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한국어 예비교원의 성장 연구
노채환(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1. 들어가기
역량 있는 한국어교원이 되기 위해서 교육 현장에서의 실습은 예비한국어교원에게 중요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김
유미(2019)에서는 예비교원들이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교육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 실습에서 이를 직접 적용해보며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비한국어교원의 경우 실제 ‘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하기 전까지는 현장 실습의 기회가
많지 않고 ‘교육실습’ 과목 이수에서도 현장 실습의 기회가 각 운영 기관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장 실습 기회의 부족은 예비 한국어교원들에게 불안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장 실습 시간의 부족을 해결하고
예비 한국어교원들에게 현장 실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안되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국립국
어원에서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예비 교원 국외 파견 실습이다. 그리고 본 연구자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는 예비한국
어교원의 현장 실습 경험의 확대를 위해 실습 협약을 맺은 해외 기관들과 함께 단기 한국언어문화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예비한국어교원들이 단기 한국언어문화연수에서 한국어교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단기 한국언어문화연수의 준비와 더불어 예비한국어교원들로 하여금 일정 훈련
을 받게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훈련과 실제 실습을 거치며 예비한국어교원들은 준비된 한국어교원으
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 단기 한국언어문화연수에 참가한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실
습 준비를 위한 훈련 과정과 실제 연수에서 일지를 작성하게 하여 예비교원들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해외 실습 프로그
램에 참여했는지와 더불어 과정 속에서 어떠한 변화들을 겪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해외 단기 실습 과정에 대한 연구는 단기 한국언어문화 특별과정의 구성에 대한 연구와 예비한국어
교원의 국외 파견 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단기 한국언어문화 특별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홍연정·강승
혜(2014)에서 다룬 바와 같이 국내에서는 주로 한국어 단기과정에서 교재 개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요목 설계, 문화
교육,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들로 국내 체류형 단기 한국어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구성적 측면을 다루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한편 해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단기 한국어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진정란(2009), 정혜민(2012), 김
민경, 고유경, 강승혜와 박정서(2013) 등이 있다. 이들 연구 또한 해외 지역에서 단기 프로개름을 어떻에 구성하고 운영
해야 하는지를 논하는 연구들이다. 그리고 예비한국어교원의 국외 파견 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로는 이동은·이수연
(2017, 2019), 김수현(2018), 최권진(2018), 김유미(2019)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예비교원들이 국외 파견 실습 프로그램
을 통해 사전 실습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사업 운영 방안의 개선점과 같은 부분에 대해
서 논하고 있다. 앞선 연구들은 대부분 학습자 대상 단기 프로그램의 구성과 예비교원 대상 실습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
한 논의들도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비 교원들에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 다루는 연구 방법과 같이 교원들의 일지를 분석한 연구로는 연준흠(2011)이 있다. 연준흠(2011)에서는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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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사의 교사일지를 분석하여 교사들이 수업에서 느끼는 자신감과 불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현
장에서 실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 아닌 예비 교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예비 한국어교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 특히 단기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비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습 훈련 과정을 통해 예비 교원의 성장과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절차
2.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해외 단기 실습 프로그램에에 참가하는 예비 한국어교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실습 전 단계인 훈련 과
정과 실습 단계인 실제 실습과 참관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1) 해외 실습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예비 한국어교원의 기대와 불안감은 무엇인가?
2) 해외 실습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예비 한국어교원들은 훈련 과정에서 느끼는 변화는 무엇인가?
3) 해외 실습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예비 한국어교원이 훈련과 실습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는 자아 인식과 성장 요인
은 무엇인가?

2.2 연구 방법과 절차
본 연구에서 해외 실습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예비한국어교원의 변화와 성장을 살펴보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실습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예비한국어교원들에게 훈련일지 및 수업 실습 일지의 작성을 부탁하였다. 일지는
사전 훈련 기간 동안 작성하는 사전 훈련 일지와 실제 실습 기간 중에 작성하는 참관 및 실습 일지로 구성하였다. 일지
는 해외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가자 18명 전원에게 작성을 부탁하였고 각 회차별 훈련에 따라 훈련 전과 훈련 후
로 나누어 작성하고 훈련 회차별 총평을 작성하게 하였다. 훈련 전 작성 내용는 언어 및 문화 강의안 작성시 중점을 두
었던 점, 어려웠던 점, 작성 후 지도 교수에세 기대한 피드백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훈련 후에는 본인
이 받은 지도 교수의 피드백과 피드백 후에 든 생각이 무엇인지 작성하도록 하였다. 일지 작성은 해외 실습 프로그램 오
린테이션 이후 확정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1차 훈련 때 일지를 나누어 주고 앞으로 진행되는 훈련 일정에서 훈련 전과
훈련 후에 자유롭게 작성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제 단기 해외실습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본인의 수업에 대한
실습 일지 및 다른 참가자의 수업에 대한 참관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둘째 참가자들이 해외 단기 실습 종료 후에 제출한 일지를 모아서 Bailey(1983)에서 제시한 일지연구의 다섯 단계1) 중
1) Bailey(1983: 72-73)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지연구의 다섯 단계는 다음과 같다.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내용
일지작성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언어 학습 이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일지작성자, 학습자, 연구자는 조직적으로 현재 언어학습 경험에 관련된사건, 세부사항, 느낌에 대해
솔직하고 거침없이 일지에 기록한다.
일지기록은 공개 전에 수정을 거친다. 이름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거나 학습자에게
매우 당황스럽다면 삭제한다.
연구자는 일지기록을 자료로서 ‘의미 있는’ 경향을 찾으면서 연구한다.
언어 학습 경험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인들은 실제적인 자료가 있거나 없는 경우라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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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2.3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원격대학에서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예비 한국어교원 중
해외 단기 실습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가자든 총 18명이었으나 일지 회수 기준으로 17명의 일지를 분
석하였다.

2.4 일지에 대한 정보
해외 단기 실습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실습 사전 훈련 기간 동안 총 7편의 일지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실습 기간 중 본
인이 실습한 수업에 대해 1-2회 수업 실습 일지를 작성하였다. 실습 기간 중 참관은 다른 실습생의 수업을 참관하고
7-8회 수업 참관 일지를 작성하였다.

2.5 해외 실습 단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예비 한국어교원들이 참가한 해외 실습 프로그램은 일본 니가타 지역에서 개최하는 ‘한국언어
문화연수’로 이 연수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와 니가타현립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매년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일본
니가타 지역에서 3일~4일 약 18~24시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비 한국어교원들이 참가하느 단기 실습 프로그램 일
정은 실제로는 보통 7박 8일의 일정으로 현지 도착 및 준비, 한국언어문화연수 진행, 일본 지역 교원 특강, 지역 문화 탐
방으로 구성된다. 니가타 동계 한국어문화연수에 교사로 참가하는 인원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 한국
어교원들로 일정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2)에 한하여 참가 신청을 받아 약 5개월 동안 10회 훈련 일정으로 총 60시간
의 면대면 교사 교육을 이수한 후에 본 연수 과정에 교사로서 참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니가타 동계 한국어문화연수에
교사로 참가하는 한국어 예비 교원들에게는 이 연수를 통해 대학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 교육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어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준비된 한국어교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예비 교원들이 참가한 연수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오전에는 한국어 수업, 오후에는 한국 문
화 수업을 진행하였다. 오전 한국어 수업의 경우 학습자들을 한국어 수학 기간 및 숙달도에 따라 입문, 초급, 중급, 고급
의 4개 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오후 한국 문화 수업의 경우 학생들의 입문에서 고급까지 골고루 섞여 학습자들
끼리 서로 언어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 반을 재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니가타 동계 한국어문화연수 전체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2) 니가타 동계 한국어문화연수 교사 참가 자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 재학생(타학부생의 경우 한국어학부를 복수전공하는 사람)으로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공 과목 중 1영역과 3영역의 교과목을 6과목 이수한 사람(현재 이수중인자도 포함). 여기서 1영역과 3영역은 국어기본법에서 명
시하고 있는 한국어교원 자격취득을 위해 지정한 5개 영역 중에 한국어학(1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3영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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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일차
1

9:10~10:00

2

10:10~11:00

3

11:10~12:00

*

12:00~13:30

4

13:30~14:30

5

14:50~15:50

6

16:10~17:10

*

17:10~17:20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입교식
한국어 수업

한국어 수업

한국어 수업

한국어 수업

점심 시간
한국 문화 수업
한국 문화 수업

한국 문화 수업

한국 문화 수업
수료식

종례

종례

종례

종례

<표1. 니가타 동계 한국어문화연수 수업 일정>

3. 예비 한국어교원의 실습 훈련 일지 분석
3.1 참가 동기와 목표
1차 훈련 때에 먼저 실습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예비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참가 동기와 실습 참가 시 예상되는 장애
요인, 실습에 바라는 점에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가 동기

응답 수

참가 결정 시 장애 요인

응답 수

언어교수 능력 향상

7

시간 할애 가능 여부

11

문화교수 능력 향상

2

비용적 측면의 부담

2

해외한국어교육 현장 경험

14

실제수업 시연에 대한 부담

5

지인 추천

1

단체 활동에 대한 부담

1

기타

1

기타

1

<표2. 니가타 동계 한국어문화연수 참가 동기 및 참가 결정 시 장애 요인>
위 내용을 보면 해외 실습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예비 한국어교원들은 해외한국어교육의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
는 동기와 언어교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된 동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예비한국어교원들이 실습에 대해
언어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습 참가 결정 시 장애 요인으로 시간 할애 여부
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원격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특성 상 본업이 있고 본업 활동 시간을 할애하는 학업을 하
는 만큼 사전 실습 훈련 및 실제 실습 참가 일정을 맞출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큰 부분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실제수업 시연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의견들도 많았는데 이는 예비한국어교원들이 학위 과정 중에서 실제로 50분의
수업을 담당해 볼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교육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대하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
습에 바라는 점과 걱정되는 점에 대한 자유 기술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었다.

강의안 작성 능력 증대과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실제로 가르쳐 보는 기회를 토해 제 자신이 정말 한국어교원이 되고 싶어하는지도 알고 싶고 제 적성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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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실제 해외한국어교육실습을 통하여 나의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채워질 수 있는지를 파악해..
교사로서의 적성과 자질에 대해 제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강의안 작성 연습을 통해 국내 실습 대비
자신감을 얻고 싶고 용기를 갖고 싶습니다.

자유 기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예비한국어교원들은 해외 실습 참가를 통해 한국어교육 현장을 실제로 체험하고
자신이 교사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훈련 기간 동안 여러번의 강의안 작성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를 얻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대와 더불어 예비한국어교원들을 불안감도 함께 가지고 있
었다. 이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못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직장인이다보니 실습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사전 교육이나 모임을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한다는 시간적 부담이 되었으나...
한국어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할 때 나의 지식으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을까...
제역할을 못할까봐....강의안을 잘 쓸 수 있을까?...
낯선 사람들과 만나 수업하는데 잘하고 싶습니다.
실습기간동안 생길 수 있는 의견충돌 내지는 불화...

해외 실습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예비한국어교원들은 시간적 부담을 가장 크게 걱정하였으며 실제 교육현장에서 한국어
교사로서 바르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그리고 원격 대학 재학생이다 보니 서로 모르는 상태
에서 실습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새롭게 맺어지는 관계들에 대한 걱정들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 실습 사전 훈련 과정에서 경험하는 성장과 변화
9월부터 시작한 훈련은 9월부터 12월까지 2-3주 간격으로 토요일에 훈련을 진행하여 총 6회를 실시하였고 방학 기간
인 1월에는 매주 진행하여 4회로 진행하였다. 훈련은 문화 수업 강의안 작성과 언어 수업 강의안 작성으로 각 3회씩 진
행하였다. 언어 수업 및 문화 수업 강의안 작성에 앞서 2차 훈련에는 강의안 작성 방법 및 교수 방안에 대해 실습 담당
교수의 설명과 실제 강의안 예시를 통해 강의안 작성의 원리 및 실제에 통해 학습하였다. 그 후 회차별 훈련 전에 학습
목표에 맞게 강의안을 작성해 오도록 과제를 부여하고 실제 훈련일에는 작성해 온 강의안을 바탕으로 지도 교수가 피드
백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비 한국어교원들은 훈련 전과 훈련 후에 느낀 바에 대해 일지
를 작성하게 하였다.

3.2.1 문화 수업 강의안 작성 훈련 일지 분석
먼저 문화 수업 강의안 작성 시 예비 교원들일 작성한 일지를 보기로 하자. 다음은 1차 문화 수업 강의안 작성 훈련
시에 작성한 예비 교원들의 훈련 일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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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수업은 언어수업과 다르다, 문화를 언어로 풀어내려 하면 안된다.
생각보다 강의안작성이 어려웠고...
한국의 전통문화와 한국인들의 지혜가 담긴 내용을 위주로 작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피드백을 통해 강의대상의 수
준에 맞게 강의한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문화수업은 언어어수업과별개로 교사의 손재주가 필요한 것 같다.
문화 수업에 대항 강의안도 처음이었고 수업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서 작성해야 한다는 것에 많은 어려움
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상상만으로는 강의안을 작성하는 것이 어려웠음
교사어 사용의 제약이 많아서 실수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절차에 맞게 쉬운 언어로 표현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은 어휘 노출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려해야할 것이 많다는 것을 느겼습니다.

예비한국어교원들은 처음 작성하는 강의안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꼈으며 특히 문화수업 강의안 작성에 대해 많은 어려
움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도교수의 피드백을 통해 문화수업의 내용이 문화를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실제
학생들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학습자 수준을 고려해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음으 알 수 있다.
1차 문화 수업 강의안 훈련 후에는 피드백에 맞추어 강의안을 수정하도록 하였고 2차 문화 수업 강의안 작성에도 일지
를 작성하게 하였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해고 공감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수업이 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외국에서 사정도 모르고 강의안을 쓴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잘 판단해서 강의안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으 느꼈습니다.
대충이란 없다, 핵심을 짚어 주시는 칼같은 피드백, 언어강의안보다 더 어려움
실제적인 교육의 과정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 문화수업에 무엇을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단계별로 나누고 설명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 어려웠음
학생들과의 상호작용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의 강의안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생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만들
어야겠다.

예비한국어교원들이 쓴 2차 문화 수업 강의안 훈련 일지를 보면 처음에 느낀 강의안 작성의 막연함에서 강의안 작성
시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발견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3차 문화 수업
강의안 훈련 일지를 보도록 하자.

실제 매듭을 보고 초보자에게 가르쳐봐서 시간체크할 것
피드백을 받았는데도 강의안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다.
강의안 작성 시 사용언어기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학생들의 호응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알게 되었음
다 함께 참여하는 수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에 중점을 두고 강의안을 다시 보게 됨
목소리가 떨려서 노래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수업할 때의 자연스러운 언어선택을 해야겠다고 생각함
처음엔 정말 암담하고 막막했지만 ‘하니까 되는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부분에 디테일하게 강의안을 작성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문화수업도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고 상호작용으로 세밀하고 수업을 해야함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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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피드백에 이르러 예비한국어교원들은 본인들이 작성한 강의안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수업 현장을 그려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호작용과 단계별 수업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몇몇은 작성한 강의안에 대해 불안 또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2 언어 수업 강의안 작성 훈련 일지 분석
예비 한국어교원들은 실제 실습 기간 동안 1~2차시 정도의 언어 수업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다. 예비 한국어교원들이
맡은 수업은 50분 동안 1개의 문형을 가르치는 수업이었고 이를 위해 문화 수업 강의안 작성과 마찬가지로 3차에 걸쳐
강의안을 작성하고 수정하도록 하였고 이 훈련 과정에서 회차별 훈련 일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먼저 1차 언어 수업 강의
안 작성 훈련 때의 일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 유도를 잘해야 할 것 같다. 도입 고민...
교사 설명에 의한 의미 전달을 했던 것 같다.
문형수업을 할 때는 그 문형의 정확한 의미와 문법, 실제 적용헤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았고...
한정된 단어로 강의안을 작성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도입 화제 구성 및 의미 설명이 어렵다.
도입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문형의 정확한 의미 파악 및 사용상황 노출에서의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문형의 의미를 얼마나 인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짐을 인식하였습니다.
도입의 발문이 어려웠습니다.

1차 훈련 때의 일지를 보면 언어 수업 강의안 작성에 대해 문화 수업 강의안 작성에 비해 막막함을 덜하지만 실제 강
의안 작성 시 도입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알 수 있었다. 이론적으로 배웠던 지식들을 교실현장을 생각하면서 실제 교수
차원에서 강의안 작성 시 교사의 발문과 시작 단계인 도입이 중요함을 인식하면서도 그 도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접 강의안을 작성하면서 한국어 문형들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들의 내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비한국어교원들은 언어 수업 강의안 작성 훈련 후 지도 교수의 피드백을 받아 이를 반영한 2차 강의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지도교수의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이 때 쓴 2차 일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 수준에 맞는 어휘로 문형을 가르치는 게 어려움
학생들이 재밌어하고 흥미로운 수업을 만들위 위한 방법 고민
간단 명료하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문법적이 내용을 잘 설명할 것인가가 어려웠고 문법적인 내용을 직접 강의해서
는 안된다고 배웠다.
도입, 제시, 연습, 활용 마무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연결고리를 생각하기...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상호작용이 되도록...
학생들이 발화하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어야 함...
예시문, 어색한 대화문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비슷한 문형 사이의 의미 차이의 인식이 더 필요함을 느낌
활동의 구성...전체 학습자 참여...

181
하나의 강의안을 작성한다는 것이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고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들 수준에 맞는 수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함을 느꼈다
입문이 너무 어렵다...실제 수업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봤으면...

2차 훈련 때의 일지를 보면 예비 한국어교원들은 강의안 작성에 있어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사말 사용, 비슷한 문형에
대한 이해,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처음에 막막함에서 훈련 과정을 거치며
한국어교사로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어떠한지를 느끼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강의안을 작성하고 수업을 준비하며 내용적인 부분, 학습자에 대한 고민,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들로 한
층 구체적인 내용들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실제 수업을 본 적이 없어서 불안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차 강의안 작성 후 피드백을 통해 예비한국어교원들은 최종 완성된 강의안을 작성하고 최종 피드백을 받는 3차 훈련
을 받았다. 이 때 쓴 3차 일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강의안을 실제 수업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점을 가장 고민하고 고민했다
교사말을 간결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급도 단순하게 썼는데, 급수에 맞춰서 교사말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자연스럽게 수업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강의안 구성이 중요함을 느낌
교수 문형 이전에 학습하는 문형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문형에 대한 혼동들을 잡을 수 있었다.
상호작용과 연습의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활동의 구성
의미 전달헤서 활동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확실하게 이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선행학습에서 다루어진 문형들을 어떤 식으로 수업시간에 녹여낼 것인지 등을 앞으로 연구해야겠음,
학습자 위주로 생각할 것
과연 이 강의안으로 수어이 잘 될 수 있을까...입문 어렵다...

최종 강의안 작성 훈련에 이르러 예비한국어교원들은 수업 진행에 실제적인 부분들을 염두해 두고 주의해야 할 점을
발견하고 수업 진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들을 나름 정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수 문형들의 난이도와 순서들에 대해
인식하고 기학습 문형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 수업을 생각하면서 상호
작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입문 수업을 맡은 교사의 경우 2차에서부터 계속 본인이
작성한 강의안으로 수업이 잘 될지 고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학습자 수준을 가늠하지 못하여 어느정도로 교사
말 수준을 조정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나가며
본 연구는 해외 단기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예비한국어교원들이 어떠한 기대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실습 사전
훈련과 실제 실습 과정에서 느끼는 변화와 성장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습 사전 훈련 기간 및 실
습 기간 동안에 작성한 일지를 분석하여 그들이 무엇에 어려움을 느끼고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전 훈련 기간 동안 예비한국어교원들이 쓴 훈련 일지를 보면 언어 수업 강의안 작성에 비해 문화 수업 강의안
작성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문화 수업, 언어 수업 강의안 작성 훈련에서 예비 한국어
교원들은 실제 강의안 작성에 있어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실제 현장의 모습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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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훈련이 진행되면서 피드백을 통해 점차 강의안 작성에 있어 중요한 부분들을 스스로 발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강의안 완성 단계에서는 학습자와 상호작용, 단계별 수업 진행 들 실제 수업을 염두해 두고 학생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 수업의 경우 학생들이 참여하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진행해야겠다는 인식들을 했으며 언어 수업의
경우 강의안 작성 훈련이 거듭되면 스스로 알고 있는 문형 지식과 더불어 비슷한 문형과의 차이, 문형 순서 등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훈련 과정의 일지 분석을 통해 예비 한국어교원들이 실제 실습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스
스로 무엇을 발견해 가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본 연구가 향후 예비 한국어교원 지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다만, 실제 실습 과정에서 작성한 실습 및 참관 일지 내용까지는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라 하겠
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 과제로 삼아 실제 해외 단기 실습 기간 중 실습 및 참관 일지 분석을 통해 연구를 완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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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해외 단기 실습 프로그램 참가를 통한 한국어 예비교원의 성장 연구”에
관한 토론문
유현정(성균관대학교)

전 세계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역량 있는 한국어교원 양성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예비 교사의 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주제로 어려운 연구를 수행해 주신 발표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토론자 역시 한국어교원 관련 교과목을 담당해 오면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교사 양성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입장에서 평소 느끼고 있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발표문의 내용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연구의 목적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발표문의 서론에서 실습 과정을 통해 예비 교원의 성장과 변화가 어떻
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제시하였는데 연구 문제로 설정한 1) 예비 교원의 기대와 불안감, 2) 훈련
과정에서 느끼는 변화, 3) 자아 발견과 성장 요인 등의 내용이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나 척도가 없어 연구
결과의 의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실습에 참가하는 예비 교원들이 한국어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강의안 작성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과정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실습이 아닌 해외 실습이라는 상황적 특성이라든가, 일반 대학이 아닌 원격 대학 재학생이라는 참여
자 특성에 맞는 연구 목표를 구체화하여 제시한다면 좀 더 유의미한 연구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이
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2. 실습 과정과 강의안 작성에 불안과 막막함을 느끼고 있던 예비 교원들이 실습 기간 중 이루어진 교수 피드백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교수 피드백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지 않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자께서 파악하
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청하고자 합니다.

3. 실습에 참여한 예비 교원들이 언어 수업 강의안보다 문화 수업 강의안 작성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
는데, 문화 수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부가적으로 설명을 청하고자 합니다.

4. 추가적으로, 실습에 참여한 예비 교원이 실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다양한 성찰을 통해 스스로 불안감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획득하는 과정과, 실습 프로그램의 하나로 설계된 교수자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
을 구분하여 제시한다면 연구 결과를 좀 더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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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우수한 교원 양성 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연구를 수행해
주신 발표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토론의 내용이 논문의 완성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한
토론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분과

4
수업 관찰과 수업 컨설팅 Ⅱ

사회 : 이윤진(안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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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한국어 교원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멘토링
서경혜(한국외국어대학교)

1. 들어가며
한국어교육 실습 과목은 한국어 교원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 현장
에서의 실제적인 경험을 축적하게 하여 우수한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실전 중심의 교과목이다. 한국어 예비 교원
은 국어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306호)에 의거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수 영역 중
한국어교육 실습(강의 참관, 강의 실습, 모의 수업 등) 2~3학점(양성 과정의 경우 20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그래
서 한국어 교원 양성 기관(학위과정, 비학위과정 포함)은 국립국어원이 고지한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에 의
하면 2018년부터 현장 실습 교육(강의 참관, 모의 수업 등)을 전체 실습 교과목 운영 시간 대비 1/5 이상 필수로 운영해
야 한다. 학위 과정은 15주 3학점을 기준으로 최소 9시간, 비학위 과정의 경우는 최소 4시간의 현장 실습을 운영해야 하
는 것이다. 이것은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의해 교원의 자격이 주어지는 국내 초·중등학교 교사는
최소 2학점의 교육 실습 과목1)을 수강하면서 평균 4주간(보통 2주 18시간 수업 참관, 2주 18시간 모의 수업)의 실습 시
간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다.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더 풍부한 현장 실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
는 교사 양성을 위한 현장 실습 시간보다 더 적은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어 예비 교원의 현장 경험 부족 상황을 보완하
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제안하려고 하는 것이다.

2. 선행 연구
한국어교육 실습의 현장 경험 부족에 관한 문제점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
이정숙(2013)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며 한국어교육 참관
및 실습 영역에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실제 교육 실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최정순(2012)은 한국어
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학부와 대학원을 포괄하는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는 한국
어교원 양성 기관 전체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국어기본법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논의에
서도 교육의 실제를 익히는 훈련이 포함되는 교육 실습의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안으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및 필수 이수시간 개정안’에서는 전공과 부전공 공히 현재와 동일하게 ‘한국어교육 실습’ 영역에서
3학점을 요구하되 ‘한국어교육 참관과 실습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참관(최소 20시수)과 실습(최소 10시수)를 2
학점으로 인정하고 재학 중 총 40시간 이상의 교육 봉사를 할 경우 1학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
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교육부령 제136호, 2017. 8. 17. 일부개정)에 의하면, 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 등은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18학점 이상(교직소양 6학점 이상 포함)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과목 이수 외에 교육 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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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한국어교육 현장 경험 부족에 대해 김수현(2018)은 체계성을 갖춘 한국어 교수자 양성을 어렵게 하여 학위 과
정 졸업 후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신규 한국어 교원이 경력과 경험이 부족해 한국어교육 기관에 취업하기도 어렵
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우수한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또는 언어) 이론
과목과 교수법 과목 이상으로 현장 실습 과목의 질적 개선과 양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양적 개선 즉, 실습
(참관, 모의 수업) 시간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현장 실습 부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바로 한국어 예
비 교원 국외 파견·실습 사업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어교육 실습에서 한국어 예비 교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 현장에 대한 경험이나 실제 교
수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비 교원들에게 현장 교육 실습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다. 이는 손상미(2010)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한국어교육 실습생과 현직 한국어 교원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교육 실습이 교육 현장과 학습자에 대한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었고 수업 실습이 한국어
수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였다. 즉, 실제 현장 경험이 많을수록 한국어 교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언
급하고 있다.

3. 연구 내용
3.1 1차 연구 내용
2016년 1학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 실습 과목 수강생(이하 실습생) 11명과 미국 미시간대학교 2학년
학생 24명은 구글 행아웃을 이용하여 화상으로 만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교수·학습의 기회를 가졌다. 이 연구에서
실습생들은 실제 다양한 한국어 학습자를 멘토링하면서 배운 이론을 실습해 볼 기회를 얻고,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높이
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경험해 볼 수 있었다. 미시간대학교 학생들은 교실 밖에서 멘토-멘티라는 조금은 편안한
관계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 연구는 5주에 걸쳐 1주에 1회,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실습생 1명과 미시간대학교 학생 2~3명이 조를 이루어 화상
으로 만나 한국어 공부 중 어려운 내용에 대해 답하거나 한국 문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
한 실습생들과 미시간대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3주째에는 조를 바꾸어 진행하였다. 실습생은 8명은 한국인, 3
명은 외국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한국어교육 경험은 외국인 실습생이 자국에서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6개월~3년 6개
월 교수한 경험이 있었고, 한국인 실습자는 1명이 6개월의 경험이 있었다. 그 외 7명의 한국인 실습생은 한국어교육 경
험이 전무하였다.
이 화상 만남은 미시간대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 고취와 앞으로 더 유창하게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실습생에 포함되어 있던 외국인 3명과의 멘토링 경험은 미시간대학교 학생들에게 더 높은
단계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욕을 불러 왔다.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실습생의 모습이 미시간대학교 학생들
에게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 실습생들에게는 실제 한국어 학습자를 만나 배운 이론과 기술을 활용해
보고, 다양한 교수 기술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실습생들은 미시간대학교 한국어 학습자와의 멘토링 경험이 한국어교육 실습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매우 도움
이 되었다’고 6명(54.5%)이 응답했다. 그리고 ‘조금 도움이 되었다’는 대답이 4명(36.4%), ‘보통이었다’가 1명(9.1%)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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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실습생들은 1주에 30분, 5번의 짧은 시간이지만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와의 만남이 한국어교육 경험에 도움이 되
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3주째 한국어 학습자를 교체하여 진행한 것에 대해 8명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답하
며 한국어교육 경험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실습생들은 실제 한국어 학습자와의 만남으로 이론으로 배운 내용과 실제 교육 상황의 차이, 예상치 못한 한국어 학습
자의 반응, 교수·학습에 성공하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
와의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10명(90.9%)의 학생이 답변하며 한국 문화와 다른 문화
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를 멘토링할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다’는
답변이 9명(81.8%), ‘보통이다’가 2명(18.2%)으로 나타나 멘토링 참여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물론 온라인으로 먼 거리
의 학습자를 만나는 것이 접속의 불안정성이나 시차 차이로 인한 불편, 친밀감 형성의 어려움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예비 한국어 교원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2 2차 연구 내용
2019년 2학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 실습 과목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습생과 외국인 유학생(이하 유학
생)과의 멘토링’은 실험적인 시도이다. 우선 실습생에게는 실제 한국어 학습자와의 교수 기회를 주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학생들에게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가장 어려운 요인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꼽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 배상률 외(2017)은 한국 대학 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인 학부 및 대학원 유학생들이 한국어 적응의 어려
움, 학교 공부 도우미 제도의 부재, 한국인 친구 사귐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한국 사회·문화 적응의 어려움으로 지적하며,
특히 한국에서 학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의 한국어 능력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
에서는 유학생을 돕기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로 ‘한국인과의 사회적·문화적 교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강영신·이혜지
(2016)에서도 유학생들이 적응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언어적 부담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언어와 함
께 여전히 유교적 문화가 강한 사제 관계와 교실 문화, 교육에 대한 가치관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 문화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현상(2012)도 외
국인 유학생이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겪는 어려움으로는 학생의 출신 국가나 문화권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한국 문화와 대학문화에 대한 부적응, 문화적 배려나 이해가 없는 일부 자국 학생
들과 교수들의 언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유학생들이 어려움으로 지적하는 한국어 의사소통과 한국 문화 적응을 도울 수 있고, 예비 한국어 교원이
외국인 학습자를 멘토링하며 한국어교육 실습 경험을 쌓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 실습 과목 수강생 44명, 유학생 53명이 참여하였다. 유학생의 구성을
보면 1학년이 50명, 2학년이 3명으로, TOPIK 2급이 2명, 3급이 33명, 4급이 12명, 5급이 2명 그리고 급수가 없는 학생
이 4명이다. 유학생 국적을 보면 중국이 40명, 베트남이 7명, 대만이 2명, 몽골, 일본, 이란, 벨라루스가 각각 1명이다. 유
학생에게 한국 생활과 한국 대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라고 답한 학생이 33명(66.3%)으
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친구 사귀기, 한국 문화와 한국 음식 적응의 어려움, 비싼 물가, 심리적 외로움, 대학 공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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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등을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이처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에게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멘토링을 해 줄 수
있는 실습생과의 교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멘토링 구성 내용
실습생 2명과 유학생 2~3명을 한 조로 구성하여 1주에 1회 1시간 이상, 아홉 번의 만난다. 여덟 번의 멘토링은 유학
생들이 배우고 싶은 내용을 조사한 후 함께 학습 계획을 세운다. 매주 진행되는 멘토링은 30~40분 정도 매주 계획한 내
용을 학습하고, 20~30분은 한 주 동안 유학생들이 궁금했던 것이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실습생들이 도
움을 주도록 하였다. 매주 진행되는 멘토링은 실습생 1명이 한 주씩 담당하고 다음 주는 다른 실습생이 진행하도록 하여
실습생들의 부담을 덜게 하였다. 각각의 실습생은 격주로 유학생을 만나 멘토링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게시판에 올려 모
든 실습생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실습생들은 게시판에 올린 다른 실습생들의 멘토링 내용을 공유하며 서로 피드백도 하
고 자신의 멘토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회의 문화 체험을 일정에 포함하여 실습생과 유학생이 야외
로 나가 더 편안한 상황에서 대화도 나누고 문화도 체험하며 친근해질 수 있는 기회를 구성하였다.
첫 번째 만남에서 멘토와 멘티는 서로를 확인하고, 멘티가 공부하고 싶은 내용을 조사하여 이를 중심으로 수업을 계획
하였다. 또한 매주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일정하게 정하고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각
각의 실습생과 유학생들은 그들이 짠 계획에 맞추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교수·학습하는 경험을 진행하고 있다.

4. 나오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6만 165명이다. 통
계가 처음 작성된 1999년에 3,418명이었던 유학생 수는 20년이 지난 현재 40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한류 열풍에 힘
입어 최근 수년간 유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 이면에는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포기한 외국인 유학
생 중도탈락자가 2016년 5.9%, 2019년 6.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대학 알리미 발표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
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이 평균 4.3%이고, 가장 높은 대학의 경우 18.2%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대학별 국제화지표 평가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유학생의 생활지원 업무는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지고 있
다. 이런 이유로 여러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유학생들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해 상담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2)
이러한 대학 상황에서 실습생의 유학생들에 대한 멘토링은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한국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다. 그리고 실습생들에게는 실제 외국인 학습자를 만나 부족한 한국어교육
현장 실습을 경험하게 한다. 실습생들은 한국어교육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을 활용해 보며 교수 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
자세와 태도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각 대학에서는 대학의 상황에 맞게 예비 한국어 교원의 교육
현장 실습 경험도 쌓고,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2) 선문대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인 ‘G-School’,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팀을 이뤄 방학 중 출신 국가를 탐방하는
‘글로벌 프론티어’,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이 멘티-멘토가 되어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함께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말하기 대
회’ 등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할 수 있는 교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고, 연세대 등 일부 대학도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사회
를 체험하도록 행사를 열고, 개인 멘토를 지정해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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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예비 한국어 교원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멘토링” 토론문
박선옥(한성대학교)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생과 대학원 한국어교육 실습과목 수강생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하고 있습
니다. 외국인 학생은 한국인과 개인 내지 소그룹으로 교류하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점, 한국어교육 실습생은 실습 시
간과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 하는 방안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러한 연구의 배경에 동의하면서 발표문이 논문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생각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
다.
연구는 1차 프로그램과 2차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프로그램은 대학원 실습생과 미시간대학
2학년생의 화상 멘토링이고 2차는 대학원 실습생과 학부 유학생의 멘토링입니다.
이 두 멘토링 방법의 비교와 대조를 통하여 더 바람직하거나 적절한 방안을 제안하려는 것인가 싶습니다. 두 멘토링
방법은 온라인 대면과 면 대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룹 구성원 수는 비슷해 보입니다. 멘토링 내용은 한국어 교수•
학습과 한국 문화 이해를 돕는 내용이라고 고 하였습니다. 면 대 면에서는 학습 계획을 멘티와 함께 작성하는 차이를 보
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실제 멘토링 활동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발표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
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비교와 대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차 프로그램에서 대학원 실습생은 배운 이론을
실습해 볼 수 있었고, 학습자(멘티)의 학습 의욕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였고, 학습자
(멘티)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 고취와 앞으로 더 유창하게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문제점으로 접속 불안정, 시차 차이로 인한 불편, 친밀감 형성 어려움
등을 기술하였는데,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2차 프로그램 역시 참여자 정보, 멘토링 횟수와 시간 정도의 개괄적 정보를 제시하는 데 그
치고 있습니다. 우선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1차, 2차 모두 어떤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 과정을 관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프로그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멘토와 멘티의 매칭 방식, 멘토나 멘티의 교육, 간담회 등은 이
루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문화 능력 향상
과 대학원 한국어교육 실습생의 교육 역량 강화는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멘토링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 선행 연구 검토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연구 설계를 정밀하게 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 설문조사(전, 후), 분석 등을 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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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외국인 학부생 대상 한국어 글쓰기 수업 운영 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문
구미리내(명지대학교)

한국어 쓰기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로 된 학술 텍스트를 이해하고 학문적 성과를 나타내는 과정으로 과제수행에
꼭 필요한 단계이기에 글쓰기 수업에 대한 운영 방안은 끊임없이 연구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나 한국어통번역 등을 전공하는 유학생들은 당연하게 더 높은 한국어 능력을 요구받기 때문에 학습자의 어
려움을 감안하고 그에 맞게 효과적인 수업 운영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전공별로 차별화된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하는데 한국어 혹은 국문학 전공자에 대한 연구 성과는 미진한 이 시점에 이가원 선생님의 연구는 의의를 가진
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 중 쓰기 관련 연구가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활발한 주제 임에도 한국의 대학과 대학
원에 수학하는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르가 쓰기이며 이런 이유로 쓰기 교육에 대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가 높다는 데서 논문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설문과 면담 결과 학습자들이 쓰기 과정을 통해 결국 정확성
부족으로 인한 한국어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이어진다는 것, 그로인해 쓰기와 다른 영역과의 연계성을 원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습자들의 요구 중 한국인 학생이나 선배와의 교류를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 멘토링 수업방안으로 연결된 것은 좋은 시도라고 여깁니다.
다만 한국어 쓰기 교육에 있어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먼저 이 논문에서는 교양 한국어 유학생과 한국어(교육, 통번역)전공 유학생이 구별되므로 학습 목적에 따른 차별화
된 수업이 요구 된다고 하고 있는데 단순히 수준을 떠나서 두 외국인 유학생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쓰기의 목적과
교육의 차별성을 어떻게 두고 쓰기교육을 실행할 것인가.
2. 한 담화공동체 안에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할 때 같은 한국어 전공 유학생이라 할지라도 수준의 차이가 날 수 있는
데 딕토글로스 수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가.
3. 통합적 한국어 능력을 위해 멘토링을 통해 한국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멘토링이 글쓰기 수업 방안과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가

토론문을 마치면서 선생님의 연구를 통해 한국어 쓰기 교육이 내용적 이해와 형식적 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가는 다양한 접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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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중심 교육 환경에서의 ‘동료 학습’과 ‘집단 비계’
-Vygotsky의 이론을 중심으로김희경(성균관대학교)

1. 들어가며
교육의 인적 주체인 교사와 학습자 간의 역학적 관계에 따라 교육 환경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개념적으로 ‘교육 환
경’(pedagogic setting)1)은 물리적 환경인 교육 시설이나 교육 예산 등은 물론이고 교사가 조성하는 사회․심리적 환경까지
를 포괄(김희용 외, 2011)하는데, 교육 환경에서 ‘교사가 조성하는 사회․심리적 환경’이 학습자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전통적인 교육 환경에서 교사는 ‘학습 내용에 대한 권위’를 지니며, ‘수업 활동의 통제’와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의 권
한’을 가진다. 교사가 가진 상당한 권위는 교사의 지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기저에는 지식을 ‘절대적인 가치’로 바라보
는 인식이 놓여 있다. 교사 중심의 교육 환경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는 수직적 상하 관계 내지는 일방향의 소통으로
특징된다. 상대적으로 학습자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 통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 대상이 치부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지식에 대한 인식 변화를 계기로 크게 흔들리게 된다. 절대적 가치였던 ‘지식’이 ㈀ ‘발견되는 것이 아
니라 구성되는 것’, ㈁ ‘삶의 실제적인 맥락에서 구성되는 것’, ㈂ ‘언어를 통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사회적 구성주의)(이성영, 2001:)으로 전환되었고, 또한 인지적 사고 활동으로 다양한 의미를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인지적 구성주의)을 통해 지식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교사의 권위는 상당히 축소되게
되었다. 더불어 학습자는 “그들(학습자 자신)에게 가용한 정보를 포함하여 자신의 선행지식, 현재의 인지적, 메타인지 활
동, 그 환경에서 제공하는 기회들과 제약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존재”(D.R.Krathwohl 외, 2005)로
서 인정되었다. 그리고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는 일방향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쌍방향의 소통과 탈중심의 다원적 상호작용
이 가능한 관계로 새롭게 정립되었다2) 비유하자면 교사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지식을 구성하는 좀더
‘유능한 타자’로서 책상 사이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지금의 교육 환경은 ‘학습’과 ‘학습자’, ‘지식의 구성’을 ‘교수’
나 ‘교사’ 그리고 ‘지식의 발견’ 보다 우선시하는,(김명순, 2000)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1) 레오 판 리드()에 따르면 언어는 “물리적, 사회적, 상징적 세계의 양상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끼리 서로 섞여 있는 복잡한 체계의 복
잡한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의미-구성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때 학습은 ‘머리에 무언가를 넣는 것’으로서의 학습, 즉 언어 학습은
언어 교육 과정에서 선택되고, 배열되고 전달되는 언어의 조각들을 내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환경에서 무
엇을 입력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습자는 언어의 사회적, 문화적 관습에 따라 사회화되고 다양한 목적으로 그것
을 사용하는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제2언어 학습자와 학습 환경과의 관계성에 주목하였다.
2) 최근 제2언어교육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과정 중심 교수법’, ‘과제 중심 교수법’, ‘프로젝트 중심 교수법’, ‘문제 기반 학습’ 등도
이러한 변화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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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중심 교육 환경에서 가장 선호되는 학습 활동으로 협동 학습을 꼽을 수 있다. 협동 학습은 “학습자 상호간의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수업 방법”(이종일 외, 2008)이다. 협동 학습은 공동의 목
표를 설정하고,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자 간 상호작용적 ‘교수-학습’을 촉진하여, 학습자 개인의 언어 발
달을 도모한다. Vygotsky는 이러한 협동 학습에서 학습자가 교사나 ‘보다 유능한 또래’와 같은 ‘유능한 타자’의 도움을
받을 때 근접받랃영역에서의 ‘발달’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부연하면 ‘보다 유능한 또래’와 함께 교수-학습 즉 ‘동료 학
습’(peer learning)을 하게 됨으로 경쟁이 아닌 협력적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발달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Vygotsky는 모국어와 외국어의 발달은 ‘언어 발달’이라는 단일한 과정의 구성원으로서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고 보았다.
또한 외국어의 발달이 모국어의 의미적인 측면에서 크게 의존하며, 모국어 지식이 외국어 학습의 토대가 된다고 설명한
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어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한국어교육에서는 몇몇 연구에서 이론적 토대로 Vygotsky의
이론이 쓰이고 있으나 Vygotsky의 이론과 개념은 폭넓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은(2010)은 Vygotsky의

이론을 근거로 근접 발달 영역 안에서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의 어휘, 문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
다. 교실 환경에서 비계를 활용한 상호작용의 예를 대화로 제시하여 비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은자(2012)에서는 유
학습자의 한국어 토론 수업에 Vygotsky의 모형을 적용하여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의 거리’ 즉 근접발달
영역을 줄이기 위해 비계설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 토론 전 토론 지식 교육, ㈁ 학습자 주도 전 교수 개
입, ㈂ 찬반 토론 이전에 대화식 토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진영아(2017)은 근접발달영역에서의 교사의 역할에 주목하
였다. 비계형성자로의 교사의 역할이 촉진자, 참여자, 보조자, 안내자, 중재자, 조력자로 나타남을 실증적 사례 분석과 함
께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의 논의가 주로 교사의 ‘비계’에 집중되어 있고, 근접발달영역의 발달과 같은 개념을 인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Vygotsky의 이론이 시사하는 바는 첫째, 상호작용이 어떻게 학습자의 발달을 이끄는지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
이며, 둘째, 교수-학습에 있어 학습자의 또 다른 역할인 동료 학습을 을 밝혔다는 점이다. 그리고 모국어와 외국어의 영
향 관계를 밝히고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이런 까닭에 본고에서는 Vygotsky의 이론적 토대가 한국어교육에 있어 학습
자 중심 교육 환경으로 완전한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특징적 개념인 협동 학습과 동료 학습, 그리고 집단 비계
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한국어 문어 교육에서 수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3).

2. 언어 발달과 교수-학습
Vygotsky는 모국어의 발달과 외국어의 발달의 과정은 다른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테면 모국어는 “의
식적 파악이나 의도 없이” 배울 수 있는데 반해, 외국어는 “의식적 파악과 의도를 가짐”으로써 시작된다. 다시 말해 모국
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문법적 형태의 사용을 의식적으로 파악하지 않지만 외국어의 경우에는 단어의 어형 변화와 문법
적 변형까지 의식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판이하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국면에서 Vygotsky는 모국어의 발달
과 외국어의 발달은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둘의 역학 관계를 좀 더 살펴보면, 먼저 학습자는 모국어의 상당
한 지식을 가지고 외국어를 학습을 하게 됨으로 외국어의 발달은 모국어 지식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모국어의
의미적인 측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모국어의 의미적인 면을 동원하여 외국어 발달이 촉진되면, 이번에는 역으로 외국
어의 발달이 모국어 자체의 발달을 자극하게 된다고 한다.

3) 다만, 이번의 논의는 이후 분석 연구를 위한 이론적 서설에 해당함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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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의 숙달은 언어형태의 파악, 언어현상에 대한 일반화, 생각의 도구와 개념 표현으로써 낱말의 더욱 의지적, 의
식적 사용이라는 점에서 모국어를 더 높은 단계로 고양시킨다.(Vygotsky, 2011:393)4)

모국어의 의미적인 측면을 동원하여 언어를 의식적, 의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궁극에는 언어의 고차원적 측면에 도달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달을 이끄는 것은 ‘교수(teaching)-학습(learning)’5)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발달을 유
도하는 교수-학습’이라야 ‘좋은 교수-학습’이 된다.
학습자의 ‘발달을 유도하는 교수-학습’을 조성하는 데 교사의 권위는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한다. Tharp &
Gallimore(1988)는 교사가 지닌 억압적 의미를 내포하는 권위나 감독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상호작용을 위축시키는 요인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학습자들의 수행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억압적 의미를 내포하는 권위나 감독은 불필요한 것이다.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권위적 요소들은 상호작용을 위축시키면서 효율적인 제공을 방해할 뿐이다. 수행 보조(performance
assistence)는 교사로부터 학습자에게로, 보다 유능한 학습자로부터 다소 그에 못 미치는 학습자에게로 주어지는 것과 보
다 능력이 높은 이가 능력이 낮은 이에게 하게 된다. 학습자의 수행을 돕는 데 있어서 감독적 요소와 권위적 요소를 제
거한 비감독적 도움은 또래 활동에서 많이 발견된다. (한순미, 2007:121~122 재인용)

교사의 권위로부터 벗어난 ‘비감독적 도움’은 협동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 환경은 ‘전
체 학습 상황’이나 ‘실험실에서의 협력’, ‘소집단 협동 학습’, ‘토론’ 등의 활동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Vygotsky는 학습자의 언어 발달6)은 ‘외적 말’에서 일어난다고 보았다. ‘외적 말’은 형태적으로 타인을 향한 말로써 타
인과의 대화를 가리킨다. ‘외적 말’은 학습자 자신이 혼자서는 실행할 수 없는 과제를 만났을 때 발생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동료를 향하여 발화된다. ‘외적 말’은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보다 약간 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더 잘 나타난
다. 그리고 ‘외적 말’은 학습자의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근접발달영역’7)
(ZPD: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이 좁아지는 긍정적 발달을 촉진하는 힘이 된다.(<그림 1> 참조)

4) 이후 인용의 밑줄은 필자의 강조임을 밝혀 둔다.
5) ‘교수-학습’은 ‘교사와 학습자의 교수-학습 상호작용’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Vygotsky에서의 학습은 ‘유능한 타자인 교사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유능한 또래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6) Vygotsky에 따르면 학습자의 언어 발달은 ‘원시적, 자연적 단계’에서 출발하여 ‘외적 말’, ‘자기중심적 말’, ‘내적 말’의 단계로 발전
한다. ‘원시적, 자연적 단계’를 지나 ‘외적 말’에 이르며 말의 문법적 구조와 형태가 논리적 사고에 앞서서 발달한다. 그리고 ‘자기중
심적 말’ 곧 자기지향적 말(self-regulation)’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정한 발달이 일어난다. ‘자기중심적 말’은 형태적으로는 ‘외적
말’과 같은 의사소통으로 나타나지만 기억 기법으로 외적 기호를 사용하는 단계이며, ‘내적 말’의 기초가 되는 단계로 ‘외적 말’과
‘내적 말’의 과도기에 성격을 띤다. 그리고 ‘내적인 말’(inner speech)에 도달했을 때 언어 발달이 완성된다.(Vygotsky, :85~87) 마
지막 단계는 ‘내적 말’의 단계로 ‘침묵의 사고’라 한다. ‘내적 말’은 ‘외적 말’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나 타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를 통해 학습자 자신의 사고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Vygotsky, 1978;한순미, 2007: 228 재인용)
7) Vygotsky에 따르면 근접발달영역에서 ‘실제적 발달 수준의 학습자의 독립적 문제 해결에 의해 결정되는데 반해 잠재적 발달 수준은
유능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다.(Vygotsky, 200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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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발달영역(ZPD)
<언어 발달>

원시적․
자연적 말

<발달 수준>

→
실제적 발달 수준

자기중심적

외적 말

말

→

내적 말

잠재적 발달 수준

<그림 1> 언어 발달과 발달의 관계
덧붙여, ‘외적 말’로 ‘유능한 타자’로 상징되는 사회와의 교류가 촉진되면, 사회적․문화적 발달 역시 도모된다.(Vygotsky,
2012:42)

3. 협동 학습과 동료 학습
(1) 협동 학습
협동 학습은 “학습자 상호간의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수업 방법”(이종일 외,
2008)으로 전통적인 모둠 학습과는 달리 경쟁을 독려하지 않는다.

<표 1> 협동 학습과 전통적 모둠학습의 차이(D.W.Johnson & P.Roy, 이종일 외, 재인용)
협동 학습

전통적 모둠 학습

긍정적 상호의존성

상호의존성이 없음

개별적 책무성

개인적 책무성이 없음

구성원의 이질성

구성원의 동질성

리더십을 공유함

한사람이 리더가 됨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짐

자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과제와 구성원과의 관계 지속성 강조

과제만 강조

사회적 기능을 직접 배움

사회적 기능을 배우지 않음

모둠 활동에 교사가 관찰하고 개입함

교사가 모둠의 기능을 무시함

모둠 활동이 활발함

모둠 활동이 활발하지 못함

전통적인 모둠 학습이 한 사람의 장(長)을 세워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끌어가는 것과 달리 협동 학습에서는 공동의 목
표 아래에서 각자의 책무를 지게 되므로 구성원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된다. 또한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거나 사회
적 기능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협동 학습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은 모든 구성원의 인지 발달
의 내면화를 돕는다. 협동 학습에서 실현되는 언어를 통해 발달하는 기호, 상징, 활동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공통적 이해
의 증진, 인지 전략과 문제 해결에의 공동체 참여 등의 모든 상호작용은 참여자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한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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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
Vygotsky는 협동 학습에서 주어진 과제를 성취하려는 공동의 목표 안에서 공동의 의견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인지
발달이 촉진된다고 보았다. 협동 학습에서 학습자 간의 교수-학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협동 학습에서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과제를 목표로 한다.8) 다음으로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암시적으로는 유능
한 타자가 능숙하게 문제해결하는 과정을 덜 능숙한 타자가 모방함으로써 교수-학습이 이뤄지고, 명시적으로는 학습자가
유능한 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한 교수-학습이 실현된다. 이때의 상호작용은 언어로 이뤄지므로 학습
자는 언어로써 수행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 뿐만 아니라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것을 통해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된다. 이
러한 과정은 수렴적으로 학습자의 인지적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동하게 된다. 협동 학습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은 사전
지식의 수준이 높은 학습자보다 수준이 낮은 학습자에게 더 효과적이다.(송선희, 2000:11)
협동 학습에서 교사 역시도 한 사람의 상호작용자로서 일부 교수에 참여할 수 있지만 대개는 관찰자, 지원자 내지 안
내자에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유로 효과적인 협동 학습이 이뤄지기 위해서 교사가 어떻게 학습자들을 지원할 것인가
를 고민해야 한다.

(2) 동료 학습과 집단 비계
협동 학습에서의 학습은 모방과 교수-학습의 두 방식으로 실현된다. 먼저 모방은 상호작용을 통한 교수-학습 이전에
‘유능한 타자’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말한다. 모방은 언어적 처리없이 암시적으로 이뤄지기 쉽다.

<6-4-41> 넒은 의미에서 모방은 학습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형태이다. 사실상 어린이는 학교에서 자신이 혼
자서 할 줄 아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할 줄 모르는 것을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교사의 지도 아래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배운다.
<6-4-42> 오늘 협력을 통해 할 줄 아는 것을 내일은 혼자서 할 줄 알게 될 것이다. 발달에 앞서는 발달의 전진을 이
끄는 학습만이 효과적이다. 교수는 모방이 가능할 때만 가능하다.(Vygotsky, 2012:180)

모방도 일종의 학습이며, 유능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함을 강조한 구절이다. 상호작용을 통해 배운 것이 내면화되
면 학습자의 지식이 확장되는 선순환의 반복이 발달을 이끈다고 본 것이다. 다음으로 ‘유능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수-학습이 일어난다. 교수-학습은 언어를 매개로 상호작용을 하므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여기에서 학습자가 모방하
고, 상호작용하는 ‘유능한 타자’란 교사, 성인, 원어민 등을 일컫는다. 나아가 Vygotsky는 협동 학습에 참여하는 ‘보다 유
능한 또래’ 즉 다른 학습자도 유능한 타자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학습자와 같은 수준의 동료이지만 ‘보다 유능한
또래’는 학습에 영향을 주므로 ‘유능한 타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 ‘보다 유능한 또래’를 통한 학습을 ‘동료 학
습’(peer learning) 혹은 ‘또래 교수’(peer tutoring)라 한다. 협동 학습에서 또래 학습자는 서로에게 질문자, 때로는 시범
자, 반응자, 청취자 등의 다변적 활동을 하면서 교수-학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한순미, 2007:136)
상호작용을 통한 교수-학습에서 ‘유능한 타자’는 다른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언어적 도구인 비계를 활용한다. 비계의
8) Vygotsky는 학습자의 언어 발달을 ‘외적 말’, ‘자기중심적 말’, ‘내적 말’의 세 단계로 구분한다. ‘外的 말’은 형태적으로 타인을 향
한 말 즉 타인과의 대화를 말한다. 사회화 과정 또는 협동 학습에서 ‘외적 말’은 학습자 자신이 혼자서는 실행할 수 없을 때 발생하
며,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된다.(Vygotsky,1978;2012:42) Vygotsky는 ‘외적 말’이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보다 약간 더 어려운 문제
를 직면했을 때 더 잘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를 근거로 협동 학습의 과제는 학습자의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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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는 “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이지만, 비계설정(scaffolding)은 학습에서 “아동
이 궁극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견고한 이해를 확립하는 동안 제공되는 성인 또는 더 유
능한 또래의 조력”을 비유적으로 일컫는다. 비계는 주로 유능한 타자의 진술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비계설정은
㈀ 공동의 문제 해결, ㈁ 상호주관성, ㈂ 따뜻함과 반응, ㈃ 언어의 매개로 구성된다.(한순미, 141~143) 다만, 비계설정은
교사를 통해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동료 학습 시에는 학습자 서로가 서로의 학습을 돕는 비계설정을 할 수 있으므로 상
호작용 안의 모든 참여자가 동시에 비계설정을 하는 집단 비계(collective scaffolding)도 가능하다.
제2언어 학습에서 집단 비계는 문법적 형태나 어형과 같은 구조적 지식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읽기나 쓰기와 같은 언
어 기능 학습에서는 어휘에서 텍스트,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 필자의 의도에 이르기까지 다층적 측면에서 이뤄질 수 있
다. Donato(1998)는 집단 비계가 교수 비계와 달리 덜 체계적이고 덜 조직적이지만 동료의 비계 도움에 의해서만 발화할
수 있었던 언어적 형태를 나중에는 혼자서 개별적으로 발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정리하면, 집단 비계는 타인
과의 발달적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내면화를 이끌게 되는 것이다.Donato(1998)은 비계도움(비계설정)의 특징을 여섯 가
지 제시하였다.

가) 과제에 대한 흥미 유발(recruiting)
나) 과제의 단순화(simplifying)
다) 목표추구 유지(maintaining)
라) 현재까지 해 온 것과 이상적인 해결책 간의 중요한 차이 및 결정적 특징 표시(marking)
마) 문제해결 과정 동안 조절의 조절(controlling)
바) 수행되어야 할 이상적인 행위 지시(demonstrating)

Donato(1998)는 학습자들 자체가 제2 언어 지식의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집단적으로 형성된 도움(비계)은 학습자간에
입력의 교환 기회뿐만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집단 비계를 통해 동료의
발달은 물론이고 자신의 발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동료 학습의 큰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집단 비계가 제공되는 협
동 학습의 환경에서라면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활성화될 것이므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은 보다 공고해질 것
이다.

4. 한국어 문어 교육에서의 동료 학습
Vygotsky는 언어 발달에서 모국어 발달, 외국어 발달, 글말의 발달이라는 세 국면에 매우 집중한다. 이 중 글말의 발
달은 입말의 발달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고유한 발화 기능’이이므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말한다. Vygotsky가 밝힌 글말
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글말의 발달은 입말의 발달에 따르지 않는 별개의 발달이다.
둘째, 글말은 형식에 있어 완성적이다.
셋째, 글말은 대화자가 없는 담화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이중의 추상화를 요구받는다.
넷째, 글말은 입말보다 의지적이므로 이것을 파악하려면 의지적으로 시각적 기호로 재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글말은 말의 가장 확장된 형태이다. 따라서 입말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을 글말에서는 밝혀야 한다.
여섯째, 글말은 최대한 이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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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의미 조직의 자발적 구성에 있어 복잡한 조작이 가능하다.

글말의 특징은 실제 학습자들이 읽기와 쓰기에서 학습자들이 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따라서 읽기
학습과 쓰기 학습은 학습자의 실제적 발달 수준을 넘는 과제인 것이다.
읽기 학습에서 어려움은 어휘 차원에서 의미 구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발생한다. 읽기 학습을 협동 학습으로 수행할
경우, 학습자들은 ‘읽기’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에서 의미 구성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각자의 의미 구성을 상호작용 과
정에서 펼쳐 보임으로써 학습자는 다원적으로 글의 의미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자 중심 읽기가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협동 학습을 통해 읽기를 수행할 경우, 교사가 의미 구성을 주도하는 경우에 비해 학습자 독자의
책무가 훨씬 커지게 되므로 학습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나, 책무가 동기가 되어 보다 집중하여 동료와의 상호작용에
몰입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협동 학습 상황에서의 읽기는
‘보다 유능한 또래’ 독자가 의미 추론 전략이나 읽기 전략을 엿봄으로써 모방할 수 있고, 상호작용을 통해 적절한 의미에
다가갈 수도 있다. 또한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미 구성을 타인에게 설명하고 듣는 과정에서 다른 언어 기능의
발달이 도모된다.
동료 학습을 통해 일어나는 읽기와 관련된 학습 내용은 ㈎ ‘확인’과 ㈏ ‘발견’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그림 2> 참조)
‘확인’은 자기 언어로 표현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파악하고 구성한 의미를 다른 학습자에게서 확인하면서 학습으로 이어
지게 된다. ‘발견’은 스스로가 파악하거나 의미 구성할 수 없는 문제를 극복하는 전략을 다른 학습자에게서 발견하는 것
을 말한다. 타인과의 대화를 통한 읽기 학습은 학습자의 ‘외적 말’의 발달을 촉진하며, 협력을 비계로 자기중심적인 말로
서 자신만의 의미 구성에 도달하는 내면화에 이른다.

확인

모방

발견
어휘에 대한 이해
음성화에 대한 이해
어휘, 통사에 대한 이해
의미 구성 방식
문제 해결 전략
기억 전략
학습 전략

교수-학습

<그림 2> 읽기의 동료 학습
쓰기 학습의 어려움은 언어 구조적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의미를 추상화하여 담아 내야 한다는 데 있다. 부
연하면 표층에는 언어 형식의 정확성이 필요하고, 내재적으로 글을 관통하는 의미를 구성해야 하고, 심층에 필자의 의도
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쓰기는 유능한 타자와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협동 학습을 통해 쓰기 학습을 할 때에 유능한 타자의 협력은 글쓰기 과정 전체에서 이뤄질 수 있다. 쓰기는 ㈀ 문제
가 발생할 때 협력을 받으면서 수행하는 방식과 ㈁ 일정 단계에 도달했을 때에 협력을 구하는 방식으로 나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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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 언어 학습 초기에는 문제가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숙달도가 높아진
이후에는 일정한 단계까지 스스로 수행하게 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전국적으로 협력을 받는 방식이 적절하다.

세계 문화의 다양성은 지역의 문화에 따라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융합되어 있다. 우리 중
국은 세계 5대 문화권 중의 하나인 ‘한자문화권’에 속
한다. 또한 중국은 세계 4대 문명 고국 중의 하나이
므로써 고대 중국은 경제나 문화의 영향력도 매우 강
하고, 성당(盛唐), 대한(大汉) 등은 그 예이다. 비록
그때의 명칭은 중국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혈맥상
으로는 일맥상통하여 지금까지 이어지었다. 한자 문
화권의 발원지라서 주변 이웃 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반드시 ‘한자’이는 법이다. 이제는 우리
가 모두 한국으로 유학하러 오는 대학습자로서 한국
어를 배우었던 과정을 뒤돌아보면 어휘의 대부분은
전부 한자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 다른 한편으로
는 일본이 지금이라도 자기 국어문어를 쓸 데 한자를
보유하며 히라카나（平甲）와 카타카나（片甲）와 섞
어서 쓰고 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자기의 독창적
인 사용습과로 인해 ‘일본한자’라고 부르는 일본만 알
수 있는 글자도 있기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하자를 바탕으로 변청한 산물이다.

- 셋째 줄에 ‘하나이므로써’가 ‘하나이므로서’예요.
- 왜 ‘이어지었다’ 썼어요? 이어졌어요
- 사용습과로 잘못 썼어요.
- 세로운 아니예요.
- 배우었던 틀렸어요.
：
- 왜 마지막에 온라인 쇼핑을 썼어요? 제목은 ‘중국 유구한 한자
문화와 음식문화’예요
- 그렇다면 마지막 단락은 빼는 게 좋을까요? 고치는 게 좋을까

요? (교사 발화)
：
- 변청?
- 특생.
- 고국
- 발원지?

<중략> 마지막으로는 지금 세로운 시대에 있어서

：

우리 중국의 온라인 쇼핑， 편리한 전자 지불 수단
등으로 국민들이 심지어 주머니에 현금은 전혀 없어

- 일본이 지금이라도? 일본이 지금까지도,

도, 휴대폰 하나만 있음으로 걱정되지 않게 나갈 수

- 일본이 국어문어를 쓸 데 한자를 보유하며 ~ 섞어 쓰고 있다.는

있는 점을 중국 특생으로 말하도 과연이 아니다.

문법에 맞게 고쳐쓰려면 어떻게 고칠까요? (교사 발화)

- 학습자의 협동 글쓰기의 초고

<그림 3> 쓰기의 동료 학습
<그림 3>은 초고까지 수행한 후 동료 학습을 실시한 결과이다. 초고에서 발생한 문제를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이다. 이때 ‘유능한 타자’의 다원적, 집단적 비계가 지지될 수 있다. 쓰기 학습에서 동료 학습은 ㈎ ‘확인’과 ㈏
‘정정’, 그리고 ㈐ ‘숙고’로 이뤄진다. 자신이 언어로 표현, 어휘, 문법이 정확한지에 대한 ‘확인’, 부족, 부정확, 과잉된 것
을 ‘정정’한다. 어휘나 문법, 글의 구조, 의도와 주제까지 전국면에 걸쳐 다른 생각을 듣고, 글에 반영하는 ‘숙고’가 일어
난다. 한국어 쓰기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의 남용과 부적절한 사용은 교사의 비계를 통해서라도 상호작용 내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다. 필자의 쓰기물을 매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됨으로 다른 학습자의 전략에 대한 학습보다는 글 자체에 대한 학
습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읽기와 쓰기의 동료 학습에서 학습되는 요소는 상이한 면이 있다. 읽기와 쓰기의 동료 학습에서 공통적으로 어휘에 대
한 학습에 이뤄진다. 이와 달리 읽기에서는 다른 학습자의 의미 구성 전략, 읽기 전략, 추론 전략, 기억 전략 등이 학습될
수 있다. 반면에 쓰기에서는 글에 집중하여 필자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묻는 상호작용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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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자신의 것을 확인하고 정정하고 숙고함으로써 학습에 형성될 것이다.(<그림 4> 참조)9)

<그림 4> 읽기와 쓰기의 동료 학습 내용

5. 나가며
학습자 중심 교육 환경으로 변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학습이 교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Vygotsky의
이론과 개념은 한국어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상호작용이 어떻게 학습자의 발달을 이끄는지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
둘째, 교수-학습에 있어 학습자의 또 다른 역할인 동료 학습을 밝혔다는 점
셋째, 모국어와 외국어의 영향 관계를 밝히고 있다는 점

그러나 이제까지의 논의가 Vygotsky의 이론 중 교사의 ‘비계’와 근접발달영역에 국한되어 있어, 학습자 중심 환경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Vygotsky의 이론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
을 매우 적합한 이론임을 밝히는데 집중하여 주요 개념인 협동 학습, 동료 학습, 외적 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
다. 그 결과, ‘동료 학습’이 협동 학습의 상황에서 학습자 간의 교수-학습의 기회를 넓히고, 집단 비계를 통해 학습자가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여 학습자의 학습과 발달을 촉진하는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이론적 토대로 Vygotsky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은 이후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서이다. 이후의 논
의에서는 한국어교육 속 협동 학습 환경에서 동료 학습과 집단 비계가 어떠한 양상을 띠게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9) <그림 3>의 협동 글쓰기 초고는 협동 쓰기에 제출된 학생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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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학습자 중심 교육 환경에서의 ‘동료 학습’과 ‘집단 비계’
-Vygotsky의 이론을 중심으로-”의 토론문
신필여(서울대학교)

이 연구는 학습자 중심 교육 환경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Vygotsky 이론에서 언어 발달에 있어 모국어와 외국어의 발달
은 상이하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기에 이 둘의 상호작용이 학습자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상호작용을 통한
교수-학습에서 유능한 타자로서의 동료 학습자가 어떠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동료 학습’과 ‘집단 비계’를 중
심으로 고찰하여 한국어교육에서의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Vygotsky의 선행 연구들이 ‘교사의 비
계’와 ‘근접발달영역(ZPD: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에 제한되어 있는 것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의 환경 조성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논의로서 의의가 있고 함의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
니다. 토론자의 입장에서 이 발표가 학습자가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협동 학습의 유용성이 교수 학습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학문적 업적이 되기를 바라며 발표문을 읽으며 이해하는 데에 몇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토론자로서의 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Vygotsky 이론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언어 발달을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 ‘실제적 발달 수준’과 도
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근접발달영역’으로 설명하는 것에 주목하여
‘외적 말’ 즉 유능한 타자인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두 수준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
는 힘이 된다고 보고 그 거리를 조절하기 위해 비계설정을 핵심 주제어로 그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발표자께서 이론에서의 개념 정립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살펴보고자 하신 내용은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
하기 위해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학습을 위한 도움을 어떻게 제공받고 그 도움을 어떻게 제거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
이라 생각합니다.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 개념적인 내용에 집중하고자 하셨는데 협동 학습을 통해 쓰기 학습을 할 때
유능한 타자의 협력이 초고 작성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해 가는지에 대한 해석 또한
논의를 이해하는 데 주효하다고 봅니다. 이것의 적용 부분이 간략하게나마 발표문에서는 <그림 3>의 내용으로 기술되
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시에 대한 설명과 명시적인 해석을 조금 더 덧붙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림 3>의
왼쪽에는 학습자의 쓰기 초고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대화 형식으로 부분적인 전사 내용만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주체들이 누구인지, 어떠한 과정으로 동료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지, 동료 학습 결과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발표 내용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집단 비계에 대해 그것이 제공되는 협동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해져 학습자
중심 교육 환경이 긍정적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 분석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연구자께서 사용하고
있는 ‘집단 비계’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글말 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어 문어교육에서의 동료 학습 내용을 초점화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료
학습을 통해 일어나는 읽기와 관련된 학습 내용에서 <그림 2>의 ‘읽기 학습에서의 동료 학습 내용’과 <그림 4>에서의
‘읽기 학습에서의 동료 학습 내용’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제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
고 동료 학습을 통해 일어나는 읽기와 관련된 학습 내용은 ‘확인’과 ‘발견’의 두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고 쓰기의 경우
는 ‘확인’, ‘정정’, ‘숙고’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정의는 수집된 사례들을 통해 귀납적으로 추
출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 논의의 마무리에 협동 학습 환경이 조성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동료 학습과 집단 비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지
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연구 과제에서 살펴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현재는 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예시가 있
고 읽기에 대해서는 분석 내용이 발표문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간략하게나마 읽기와 관련된 부분을 추가 설명
해 주실 수 있으신지와 발표자님의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교수자로서 ‘동료 학습’과 ‘집단 비계’
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을 보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의미한 발표 내용
에 토론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토론자가 잘못 이해하여 의견이나 질문을 드린 부분이 있
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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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발표(ppt) 수업 지도 방안 연구
김영선(경기대학교)⋅이서현(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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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표 수업 교육 방안
5. 결론

1. 서론
발표란 어떤 사실이나 결과, 작품 따위를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1) 을 말한다. 발표와 관련한 연구는 최근에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백소영(2014)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학문 목적 학습자로서 학부 과정을 수학하기 위해 ‘발표’에
대해 그 능력을 규정하고, 발표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준비와 수행, 발표 후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필요한 교육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홍은실(2014)은 발표 교육을 위한 이론적 기틀과 방법을 마련하고 발표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대학 수업에서 발표 사례를 수집하여 성공적인 발표를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유리(2012)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발표 담화를 분석하여 부족한 능력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청중 평가 요구 조사를 통해 그에 맞는 교수 방안
을 제시하였다. 이재은(2012)은 발표 능력은 발표 기획, 발표문 제작, 발표 내용 전달, 자기 점검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보
고 면접, 질문지법, 발표 관찰 등을 통해 교육 내용을 도출하여 한국어 발표 교육을 위한 과정 중심, 기술 중심, 과제 중
심 교수 요목을 설계하였다. 이선영(2015)은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교육의 개선을 위해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이 모
두 필요한 말하기 발표 교육에 대해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다운·손다정(2013)은 발표가 단순한 말하기 활동이 아니
라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PPT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고, 교육적 도구로
서의 PPT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며 읽기, 쓰기를 통합한 PPT 발표 교육 방안을 제시한 최유하(2012)도 있다. 학문 목적
학습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PPT 발표 과제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한 후, 수업 과제를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이처럼 발표와 관련한 연구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발표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 지도 방안
을 연구하고자 한다. 발표는 개인 발표 또는 2인 이상의 팀 발표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는 개인의 PPT 발표에 중점
을 두고자 한다.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습자들은 대학 입학 기준2)을 충족하고 입학한 경우도 있지만, 어학원에서
1) 「표준 국어 대사전」 정의
2)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입학 기준은 TOPIK 4급(예체능은 3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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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을 수학한 후 입학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 수강해야 할 과목을 이수할 만큼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
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물론이고, 강의를 수강하는 능력, 전공 서적을 읽고 이해하
는 능력, 토론하고 발표를 수행하는 능력,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 시험 답안을 작성하는 능력 등 고등 학문을 수학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문 목적 외국인 학습자들의 대학 수업에서의 발표 수
행능력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PPT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방안을 제시할 것
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발표의 개념을 알아보고, 특히 프레젠테이션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
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문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PPT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
석 결과를 통해 PPT를 활용한 발표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지도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2. 학문 목적 발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발표란, 공식적 말하기의 한 형태로 주제를 정한 후 해당 내용을 결정하고 준비하여 청중
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홍은실(2014)에서는 학문 목적 발표의 개념을 말하기의 대상, 내용, 방식, 목적 등에서 일반 목
적 발표와는 차별되는, 학문 공동체의 일원인 발표자가 청중을 대상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 측면에서는
개인적 성장을 이루고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며 담화 공동체 차원에서는 지식을 생성하고 창조하는 언어 행위라고 규정
하였다. 대학 수업에서의 발표는 주제에 대해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일반적인 말하기라기보다는, ‘프레젠테이션
(presentation)’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나은미(2007)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문자나 영상 자료 등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
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성하고, 구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일련의 과
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발표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정보 전달형, 설득형, 의례형으로 구분된다. 설득형 발표는 가치
관이나 신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발표로, 연설, 선거 유세 등이 속한다. 수상식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감을 말하는
것이 의례형이며, 청중에서 지식을 전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발표가 정보 전달형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학문 목적 상황에서 주제를 정하고 조사하여 발표하는 정보 전달형이다. 즉, 프레젠테이션은 시청각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과 의사소통의 목적이 정보 전달과 설득에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성공적으로 청중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과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시청각 자료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해서는 발표문을 구성하는 능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발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
용을 선별하고 그것을 PPT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 전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능력과 비언어적 능력이 요구 된다. 언어적 능력에 해당하는 것은 발음과 억양, 문법과 어휘, 표현 등이다. 정확한
발음과 억양은 해당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며, 다양한 표현과 문법, 어휘를 사용하여 PPT를 구
성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말하기인 만큼 높임법을 얼마나 잘 구사하는 지도 중요한 요소이다. 비언
어적 능력에 해당하는 것은 제스처, 목소리의 크기나 속도, 시선과 표정, 태도 등이다. 청중을 바라보는 시선과 중요한 부
분을 강조하는 효과적인 제스처, 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와 적당한 속도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에서 가
장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의 개념과 특징을 바탕으로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PPT 발표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과
적이고 성공적인 PPT 발표를 위한 수업 지도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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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자들의 프레젠테이션 양상 및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자료들은 경기도에 있는 D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발표 자료이다.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지만 한국어 능력은 TOPIK 3급 정도로 높지 않으며, TOPIK 급수가 없는 학생도 있었다.
한편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따로 수업을 하거나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발표 주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결정한 개인
발표이다.

<표 1> 분석 대상
학생

국적

성별

과정

한국어 능력

주제

A

일본

남

학부

TOPIK 3

드라마 ‘퐁당퐁당 러브’를 보고

B

일본

여

학부

TOPIK 3

강아지 ‘초코와 푸푸’ 소개

C

중국

여

석사과정

TOPIK 2

나의 전공: 도예

D

중국

여

석사과정

TOPIK 3

국내외 스포츠 사회학의 연구 동향과 전망

E

몽골

여

석사과정

TOPIK 3

불법 카메라

F

몽골

남

석사과정

TOPIK 3

몽골 씨름 소개

G

캄보디아

남

석사과정

TOPIK 3

압사라 댄스

H

인도네시아

여

석사과정

-

농구에 대한 소개

I

몽골

여

석사과정

-

언어교육 문화

학부생 2명,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7명 등 총 9명의 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학생들의 발표를 녹화한 영상과 학생
들이 작성한 PPT 자료를 대상으로 발표문 구성 능력과 수행 능력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분석의 기준은 이민아(2013)과
홍은실(2014)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분석 기준은 아래와 같다.

3.1. 발표 구성 능력
발표문 구성 능력은 크게 발표 목적과 주제 선정, 자료 수집 및 정리, 발표문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발표의 목적과
청중을 고려한 주제를 선정하는 하여, 발표에 알맞은 자료를 선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구성
으로 시각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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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발표 구성 능력
발표 목적/주제 선정

발표 목적과 내용, 청중을 고려한 주제 선정과 전개
시청각ㆍ보조자료

자료 수집 및 정리
출처
발표문 구성

도입-전개-마무리 구성

3.1.1. 발표 목적과 주제 선정
공통된 주제로 발표문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발표를 위해 선정한 주제는 아주 개인적인 내용에서부터 전
공에 관련한 내용까지 아주 다양하다.
인상 깊게 본 드라마에 대한 감상을 발표한 학생 A와 고향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소개한 B의 경우, 주제가 아주 일상
적이고 쉽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발표라는 점에서 주제 선정에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발표 PPT도 5페이지, 8
페이지로 분량이 적은 편이다. 학생들 중에서 전공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경우도 있었다. 전공을 직접적으로 소개한 학생
도 있고, 전공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발표한 경우도 있다. 전공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발표한 학생의 경우, 청중들이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내용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청중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지 못했다. 그 밖에는 고향의 문화를 소개하
거나, 신문이나 뉴스에서 본 내용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을 발표 주제로 선정하였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였으나, 교육과정에 비해 너무 쉬운 주제를 결정하거나, 청중들에게 너무 어려운 주제
를 결정하여 발표한 경우가 있었다. 발표의 목적이나 청중들의 수준을 고려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3.1.2. 자료 수집 및 정리
발표 내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청각 자료나 보조 자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조
자료로 그림을 사용하고 있다.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캡쳐하거나 링크를 걸어서 사용
하고 있는데,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기재한 학생들은 없었다. 또한 전공에 대한 내용을 발표 주제로 결정한 경우나 시사
문제에 대한 내용을 결정한 경우에도 전공 서적이나 전문 서적, 신문 기사를 참고하였으나 어느 것도 정확히 출처를 밝
히지 않았다.
자료를 정리하고 수집할 때,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서적이나 뉴스, 신문, 전문 서적을 활용할 수 있다
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것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자료를 활
용할 때는 정확히 어떤 자료를 사용했는지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함을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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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발표문 구성
프레젠테이션은 크게 3단계 구성과 효율적인 시각화 작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3단계 구성은 ‘도입-전개-종결’로
구성된다. 도입은 발표 시작 단계로 인사, 자기 소개, 시작 알림, 주제 소개, 배경 소개, 목차 제시로 이루어진다. 전개는
주제에 대한 내용 전개로, 발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내용 전개 중에 청중의 동의를 구하거나 화제를 전환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종결은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질의 응답, 발표 마침 알림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 이루어진다. 다음
으로 전개에서 PPT를 구성할 때 각 화면마다의 소제목, 그림과 글자의 비율, 글자의 크기 등을 통해 얼마나 가시적으로
구성되었는가도 중요하다.
학생들 대부분은 도입-전개-종결의 구성을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이를
도입과 종결을 각 학생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학생별 발표 구성-도입과 종결
학생

도입

종결

A

인사 - 주제 소개 – 배경 제시

발표 마침 – 질의 응답 - 인사

B

인사- 자기 소개 – 주제 소개 – 배경 제시 – 목차 제시

발표 마침 – 질의 응답 - 인사

C

인사 – 자기 소개 – 주제 소개 – 배경 제시

발표 마침 – 질의 응답 - 인사

D

인사 – 자기 소개 – 목차 제시

발표 마침 - 인사

E

인사 – 자기 소개 – 시작 알림

발표 마침

F

인사

발표 마침

G

인사 – 자기 소개 – 시작 알림 – 주제 소개 – 목차 제시

발표 마침 – 질의 응답 - 인사

H

인사 – 자기 소개 – 주제 소개 – 목차 제시

발표 마침 – 질의 응답 - 인사

I

자기 소개 – 주제 소개 – 목차 제시

발표 마침 – 질의 응답 - 인사

발표를 시작할 때, 발표 시작을 알리는 인사를 하고 주제를 소개한 것은 공통이었다. 그러나 자기 소개를 한 경우도 있
고,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발표 주제를 설명할 때 그 주제를 선정한 배경과 발표 목차를 제시하지 않은 학생도 많
았다. 발표 종결 시에, 발표를 마친다는 알림은 있었으나 자신이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마무리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
었다. 모든 학생들이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또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로 끝을 냈으며, 내용에 대한 질문을 유도
한 경우도 있었으나 하지 않은 발표자도 있었다.
이를 통해 발표자들은 기본적인 발표 구성을 알고는 있으나 세부적인 것을 알지 못한 채 구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2. 발표 수행 능력
발표 수행 능력은 언어적 부분과 비언어적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먼저, 언어적 부분은 발음이나 억양, 다양
한 표현과 문법, 어휘가 속하며, 발표 내용 숙지도 해당된다. 비언어적 부분은 시선이나 표정, 제스처와 태도가 해당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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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목소리의 크기와 속도도 포함된다.

<표 4> 발표 수행 능력
발음, 억양
언어적 능력

발표 담화 격식에 맞는 문법, 어휘, 표현
발표 내용 숙지
시선, 표정

비언어적 능력

제스처, 태도
목소리 크기와 속도

3.2.1. 언어적 능력
3.2.1.1. 발음과 억양
발표에서 발음과 억양은 가장 기본적인 언어적 능력에 해당한다.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억양이 어색할 경우, 잘 구성된
발표라 하더라도 전달력이 떨어지며 이해하기 힘들다.
발표 학생들의 발음과 억양은 대체로 국적에 따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일본 국적 학생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무난한
발음으로 이해하기 쉬웠다. 몽골 학생들의 경우, 부정확한 발음이 많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고, 캄보디아, 인도네시
아 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어 발음에 영어식 발음이 섞여 있어 발표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중국 국적의 학생들은 ‘ㄹ’ 발음
이나 받침 발음에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 대부분이 한국어를 수학한 지 평균적으로 1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었으므로 이미 습관화된 발음을 고치지 못한
학생들도 많았다. 그러나 발음과 억양은 발표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1.2. 발표 담화 격식에 맞는 문법, 어휘, 표현
분석 대상 학생들이 학부생이거나 대학원생이지만 한국어 능력 수준이 TOPIK 3급 정도이기 때문에 고급 수준의 문법
과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PPT 화면에 작성된 글과 예시문의 경우에도 철자가 틀리거나 문법이 잘
못 작성된 경우도 있었고, 아주 쉬운 어휘들로 구성된 발표 PPT도 많았다.
발표 시, 상황에 맞는 종결어미를 사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발표자들이 격식적인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나 종결어미
를 사용하지 않고 문장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발화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또한 반말과 격식, 비격식 종결어미를 모두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청중에 대한 공손성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발표 상황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있는데 도입과 종결을 제외하고 중심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
다. 특히 앞의 내용에서 뒷내용으로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별도로 교육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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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발표 내용 숙지
청중들에게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기본이다. 발표할 내용을 전체
적으로 이해하고 설명과 설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총 9명의 발표 학생 중에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한 경우는 2명
에 불과했다. 나머지 7명의 학생들은 정확히 암기하기는커녕 자신의 발표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해, 발표문을 읽는대도 불
구하고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내용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발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2명도, 일상적인 주제를
선택하여 발표 내용이 쉬웠기 때문에 유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3.2.2. 비언어적 능력
3.2.2.1. 시선과 표정
발표에서 청중의 이해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언어적 표현이외에 비언어적 태도도 중요하다. 비언어적 태도로
는 발표를 할 때 발표자의 감정을 알 수 있는 표정과 청중의 집중과 관련이 깊은 시선이 있으며, 내용을 강조하거나 지
루해진 청중을 집중시키는 말의 속도와 말의 크기가 있다.
발표자가 자신감이 없거나 시선이 불안하면 청중들도 발표에 집중하기 힘들다. 자신감을 나타내는 표정과 시선은 발표
내용의 숙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발표자들은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지 못했고, 시선 또한 청중
이나 PPT 화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표문을 정리한 메모나 모니터에 고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발표자들의 시선과
표정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청중들도 발표에 집중하지 못했다. 이러한 시선과 표정은 발표자가 스스로 발표하는 모습을 확
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동영상 녹화를 통한 피드백이 가장 좋다.

3.2.2.2. 제스처와 태도
바른 자세와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발표할 때 청중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태도이다. 적절한 손동작이나 제
스처는 내용을 강조하거나 분산된 집중력을 다시 모을 수 있다. 9명의 발표자 대부분은 긴장한 탓인지 어색하고 딱딱한
자세로 서서 발표를 하였다. 손으로 화면을 가리킬 때 필요한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동작이 많아 산만
해 보이기도 했다. 또는 머리를 쓸어 올리거나 팔짱을 끼는 등 평소에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을 발표에서 하기도 했다. 발
표자 중에서는 의성어나 의태어로 표현해야 하는 부분을 몸동작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청중들의 이해를 돕고 재
미를 주기도 하였다.
가만히 움직이지 않은 채로 서서 발표하는 자세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제스처를 추가하는 것은 내용을 더욱 풍
부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해 준다. 발표문이나 PPT 화면 구성뿐만 아니라 적당한 제스처도 내용에 맞게 미리 생
각하는 것이 효과적인 발표를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3.2.2.3. 목소리의 크기과 속도
목소리의 크기는 청중이 잘 알아듣는 것과 관련이 있다. 손세모돌(2002)에 따르면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와 속도는 메
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효과적이고 청중을 집중시키는 데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대체적으로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
로 발표를 했지만 준비 부족, 긴장감 등의 영향으로 우울거리면서 발표를 하는 학생도 있었다. 적당한 크기와 속도의 목
소리는 발표를 하는데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할 때는 오히려 청중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어렵다.
말하기의 속도는 자신감이나 흥분, 감정의 고저 등을 나타낸다. 대부분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 말하기의 속도가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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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었으나, 발표자 대부분이 적당한 속도로 말하거나 오히려 느린 속도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발표 내용을 정
확하게 숙지하지 못해 메모를 보거나 확인하면서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 발표 수업 교육 방안
앞서 발표자 9명의 발표 양상을 발표 구성 능력과 수행 능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발표 구성 능력에서는 발표 목적
에 맞는 주제 선정과 자료 수집 정리, 발표문 구성 등으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발표자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구성하였으나
너무 일상적인 주제로 쉬운 주제를 선택하거나, 전광 관련 내용으로 청중을 고려하지 못한 주제를 선택한 경우가 있었다.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 필요한 자료의 대부분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용하여, 자료의 다양성이 부족하
였다. 그리고 발표자 모두가 사용한 자료들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발표문은 도입-전개-종결로 구성되는데
도입에서는 대체적으로 잘 지켜졌으나 종결에서는 발표 마침과 인사를 제외하고 발표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경우는 없
었다.
발표 수행 능력은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언어적인 부분에서 발음과 억양, 표현과 발표 내
용의 숙지로 나누어 볼 때, 학생들 대부분이 발표 상황에서 필요한 표현을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했다. 또한 발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해 시선처리도 불안정하고 발표 내용의 전달력도 부족했다. 발표에서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한 제스
처나 표정, 말하는 속도와 목소리 크기도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발표하는 상
황을 녹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발표 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수업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수업 구성은 첫째, 주제 선정 및 발표문 작성, 둘째, 발표 PPT 제작 및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 연
습 및 수행,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표 5> PPT 발표 과정
발표 기획 및 주제 선정
자료 수집 및 정리
1. 주제 선정 및 발표문 작성
개요 작성
발표문 작성(도입-전개-종결)
PPT 화면, 목차 구성
시각 자료(그림 및 동영상) 활용
2. PPT 제작 및 비언어적 표현

오타 및 비문 교정
격식에 맞는 종결 표현
태도, 표정, 목소리, 시선, 제스처

3. 발표 연습 및 수행

발표 전 동영상 촬영으로 문제점 확인 및 개선

첫 번째 과정은 주제 선정, 자료 수집, 발표문 작성이 이루어진다. 청중을 분석하고 발표 목적을 정확히 파악한 후, 발
표 종류에 맞는 내용으로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선정한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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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검색뿐만 아니라 논문이나 통계자료 같은 전문 자료, 주제와 관련된 책이나 기사,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구성한다. 이때 주제에 딱 맞는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를 정리하여 PPT를 구성할 때는 어디에서 참고한 자료인지 출처를 꼭 밝히도록 해야 한다.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재를 분류하고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개요를 짜고 이를 바탕으로 발표문을 작성한다. 발표문
작성 시에는 도입-전개-종결로 구성하여 각 과정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입은 발표 시
작 단계로 인사, 자기 소개, 시작 알림, 주제 소개, 배경 소개, 목차 제시가 차례로 이루어지도록 정리하고, 전개는 다양
한 설명 방법과 표현,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잘 결합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효율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 발표 중에 청중의 동의를 구하거나 화제를 전환하는 방법이 사용됨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종결에서는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후, 청중들에게 발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한다. 모든 질의 응답이 끝나면 발표 마침을 알리며 끝인
사로 마무리한다.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발표를 마치기 전에 발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요약
하는 부분을 간과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발표문을 작성할 때, 해당 내용들을 연결하는 표현들을 함
께 교육하는 것이 좋다. 이는 다음과 같다.

<표 6> 발표문 작성 표현
학습내용

지도 내용-예시

인사

개인발표- 안녕하세요? -에 대해 발표할 ○○○입니다.
조별발표- 안녕하세요? -에 대해 발표할 *조입니다. 발표에 앞서 조원
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제 제시

-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발표할 주제는 –입니다.

개요 설명

오늘 발표에서는 먼저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을 제시하는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정보 나열하기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둘째...
마지막으로...

설명하기,
논증하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다고 생각합니다/그 근거로는/-기 때문입니
다.

비교ㆍ대조하기

이에 반해/이와는 달리/-는 반면에

예시ㆍ인용하기

보시다시피/예를 들자면/- 따르면/-에 의하면

자료 출처 명시

발표문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명시‘

도입

발
표
문
작
성

전개

두 번째 과정에서는 PPT를 제작하고 발표에 필요한 비언어적 표현들을 익힌다. PPT는 개요와 발표문을 기본으로 화면
을 구성하여야 하며 제목과 목차도 제시한다. PPT를 구성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발표 시간이다. 전체적인
시간을 고려하여 도입과 종결의 시간을 배분해야 한다. 처음 발표를 시작할 때, 청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적인 효과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동영상이나 에니메이션을 사용하면 청중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시각 효과가 과하면 오히려 산만해 보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PPT 화면에는 그림과 내용이 포함되는데 가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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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고려하여 화면을 작성해야 한다. 그림과 글의 비율이 맞아야 하고, 글자의 크기와 색깔이 일정해야 한다. 전체적인
화면 구성도 일관성이 있는 것이 좋다.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면마다 소제목을 작성하는 것도 좋다. PPT에는 발표
문과 같은 긴 문장을 넣지 않아야 하며 비문이나 오타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청중들에게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발표할 때의 태도나 시선, 제스처, 억양과 발음도 중요하다. 발
표 내용에 알맞은 태도와 시선처리,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제스처도 PPT 화면에 맞추어 미리 생각해야 한다. 구
부린 자세나 컴퓨터에 기댄 자세, 뒷짐을 지거나 팔짱을 낀 자세는 좋지 않다. 그리고 질문인지 설명인지 나타낼 수 있는
억양, 감정을 나타내는 말의 속도와 목소리 크기, 정확한 발음은 발표의 전달력을 높여 줄 것이다.
마지막 과정은 발표 연습 및 수행이다. 적당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발표문을 작성한 후 알맞은 PPT를 제작했
더라도 발표할 때 긴장을 하거나 내용이 숙지되지 않으면 좋은 발표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발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
고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발표 상황을 가정하여 미리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자
신의 발표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 좋다. 보통 동영상 촬영은 발표 후 과정에서 피드백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다. 동영상 촬영은 청중 평가와 함께 발표 후에, 발표를 평가할 때 좋은 자료가 되지만 발표하기 전에 미리 스스
로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발표 속도나 발음, 목소리 크기, 제스처는 적당한 지, 발표문 구
성에 따른 효과적인 내용 전달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면 더 나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학문 목적 외국인 학습자들의 PPT를 활용한 발표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발표의 개념을 알아보고, 특히 프레젠테이션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학문 목
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9명의 학부생 및 대학원 생으로 이루어진 학습자들의 PPT 발표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크
게 발표 구성 능력과 발표 수행 능력으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발표 구성 능력에서는 발표 목적에 맞는 주제 선정과 자료 수집 정리, 발표문 구성 등으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발표자
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구성하였으나 너무 일상적인 주제로 쉬운 주제를 선택하거나, 전광 관련 내용으로 청중을 고려하지
못한 주제를 선택한 경우가 있었다.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 필요한 자료의 대부분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진이나 동영상
을 사용하여, 자료의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발표자 모두가 사용한 자료들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발표
문은 도입-전개-종결로 구성되는데 도입에서는 대체적으로 잘 지켜졌으나 종결에서는 발표 마침과 인사를 제외하고 발표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경우는 없었다.
발표 수행 능력은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언어적인 부분에서 발음과 억양, 표현과 발표 내
용의 숙지로 나누어 볼 때, 학생들 대부분이 발표 상황에서 필요한 표현을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했다. 또한 발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해 시선처리도 불안정하고 발표 내용의 전달력도 부족했다. 발표에서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한 제스
처나 표정, 말하는 속도와 목소리 크기도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발표하는 상
황을 녹화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학습자들의 발표를 통해 이들이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더 나은 발
표를 위한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PPT 활용 발표를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발표
수업 교육 방안은 학문 목적 외국인 유학생들의 발표 수업을 향상시키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분석이 더욱 자
세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았다. 분석 기준을 적용하여 발표자들의 발표문이나 직접 발표 내용
을 전사한 것을 이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략적인 교육 방안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구체

233
적이고 자세한 교안이 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를 보완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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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발표(PPT) 수업 지도 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문
유해준(상지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학문 목적 외국인 학습자들의 PPT를 활용한 발표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9명의 학부생 및 대학원
생으로 이루어진 학습자들의 PPT 발표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학문 목적 발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사례 중심의 연구는 현장 교사에게 중요한 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수업 내용과 수업 자
료를 공유해 주신 발표자 선생님들께 자료 공유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토론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아래의 질문을 드립니
다.

1.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발표의 개념을 알아보고, 특히 프레젠테이션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또는 연구자
들의 의견 정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발표와 프레젠테이션의 개념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연구 안에서는 3장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분석하였고 4장에서는 발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
표와 프레젠테이션을 동일한 범주로 보고 있는 것인지 혹은 발표라는 틀 안에 프레젠테이션을 넣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
면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발표 또는 프레젠테이션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본 연구의 이해를 위해 연구자가 본 연구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발표와 프레젠테이션의 차이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2. 본 연구에서는 9명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이루어진 학습자들의 PPT 발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은 크게 발
표 구성 능력과 발표 수행 능력으로 나누어 확인하겠다고 하였지만 분석 내용은 분석 틀이나 척도가 주어지지 않은 인상
평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장의 발표 수업 교육 방안은 3장의 인상 평가 내용의 분석에서만 나올 수 있는 내용
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연구의 논리적 타당성을 얻기 위해 본 발표를 준비하시면서 3장과 4장의 논리적 연결에
대한 고민이 더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결론에서 본 연구자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어떠한 보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3. 본 연구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담고 있는 연구 내용보다 제목의 범위가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연구는 수업 사례에 대한 정리와 학습자의 발표에 대한 태도 양상 정도로 본 연구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업 지
도 방안에 대한 연구 내용은 구체적 방안 이 아닌 발표자의 제안으로 언급이 되어 있기에 제목과 연구 내용의 일치가 이
루어지면 본 연구 내용이 더 부각되리라 생각됩니다.

분과

6
수업 내용과 한국어 교사 Ⅱ

사회 : 진대연(호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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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몰입교육에서의 한국어 교사 역할 탐구
-LCT 프로그램을 중심으로김민영(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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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미국 몰입교육에서의 한국어 교사 역할 탐구”에 대한 토론문
정연희(국민대학교)

이 발표는 미국 몰입교육에서 요구되는 한국어 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고민한 내용으로 실제적인 수업 사례를 통
해 분석한 것이어서 매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미국 현지 교사 중심의 몰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문제점 등은 발표를 통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 것이라 예
상됩니다. 다만 PPT로 요약된 내용을 보고 토론을 하기에는 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미국 몰입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조되는 교사의 역할과, 일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교사 역할과의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지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발표문을 보면 교육자적, 언어적, 언어교육적 자질 측면에서 교사의
역할을 언급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몰입교육의 다른 사례를 알고 계시면 소개해 주시고, 이들에서도 유사한 문제
점이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몰입교육의 효과와 관련하여 몰입교육을 받은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성장 과정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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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사의 상호문화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정지현(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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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한국어 교사의 상호 문화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혜진(경인교육대학교)

이 연구는 문화 교육과 상호 문화 교육에 대한 연관성을 살피면서 한국어 교사들의 수업 경험을 분석하여 상호 문화
교육의 활성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한국어 학습자들 간의 문화 교류와
다양성의 인정, 나아가 서로 간의 소통과 공감을 실현시키기 위해 상호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발표자 선생님의 전제에
동의합니다. 다만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논문을 읽으면서 가졌던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구사를 한국어 교재의 문화 교육 내용 분석, 문화 교육 방법, 문화 교육을 위한 교
재 및 자료 개발 방안, 문화 교육을 위한 문화 간 비교, 상호 문화 교육 기반의 문화 교육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셨는데
연구사를 이처럼 광범위하게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외람되지만 상호 문화 교육의 개념과 상호 문화
교육 연구사를 중심으로 연구사가 고찰되어야 이후의 논의들이 좀 더 초점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바
이럼(Byram)과 서큐(Sercu)의 상호 문화 개념을 수용하셨는데 이와 더불어 유럽의 상호 문화 교육을 이끈 프랑스 중심의
논의들도 함께 제시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짚어 주신다면 이 연구의 논의가 좀 더 선명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연구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상호 문화 교육 사례와 한국어 교사들의 상호 문화 교육
경험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 교육 경력 교사 5명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절
차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어 교사만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예를 들면 지방의 경우에는 상호 문화 교육 경험이 달라진다고 보시는지요?
셋째, 한국어 교사(연구 참여자)의 경험 분석 결과의 틀을 크게 인지적·정의적·실천적 측면으로 분류한 이론적 기준과
인지적 측면을 주류 문화 동화 교육, 다수 학습자 문화 중심, 정의적 측면을 학습자 나라 문화 비교, 공감 문화 자료 발
굴, 실천적 측면을 문화 행사 참여 활동, 갈등 상황 토론 수업 등 두 개의 상위 주제로 세목화하였는데 이처럼 설정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류 문화 동화 교육이나 공감 문화 자료 발굴, 갈등 상황 토론 수업 등 현재 제시된 주
제들은 인지적·정의적·실천적 측면 중 어느 한 측면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넷째, 본 연구의 목적인 상호 문화 교육의 활성화 방법은 원고에는 미처 제시하지 못하셨는데 구두로 설명 부탁드립니
다.
혹시라도 저의 부족함으로 연구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점이 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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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연구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대상 요구분석을 중심으로김혜원(중앙대학교)⋅김은호(중앙대학교)

1. 서론
본 연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의 재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살피고 추후 재교육 프로그램
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은 대한
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및 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 체
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으로, 한국어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는 ‘정규 교육’ 중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이 있다. 이러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한국어 교원 3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제한되고 있는데1), 강의
배정 이후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에 강사 등록이 되면 유효기간 없이 강사자격이 유효하다는 특징을 갖는다.2) 이는
일정 자격을 가진 강사가 이민자의 한번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게 되면 별도의 직무 교육이나 재교육 없이 계속해서 강사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간 한국어교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 관련 여러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었다시피, 한국어교원의 재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학습자의 특성과 정책적인 내용 등을 숙지하고 이
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경우 이민자의 유형이 ‘결혼이민
자, 근로자, 중도입국자녀, 유학생’ 등으로 다양하고, ‘국적, 학업 수준, 체류 자격’ 등의 변인 역시 광범위하기 때문3)에
지속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들에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법무부에서 직무교육으
로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는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연수’, 중앙거점기관에서 실시하는
‘구술시험관 양성 교육,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교육’이 있다. 이 중 한국어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사회통합프
로그램 한국어교원 연수’는 국립국어원과 법무부가 2012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2018년부터는 ‘배움이음
터’라는 이름하에 1박 2일 합동 연수회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부처 간 중복지원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다문화정책 중 한국어교육이 사회통합프로그램으
로 흡수·일원화되며4)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의 주요한 담당자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어교원을 위한 재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으며 재교육 프로그램이 교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1)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자 중 정부기관 또는 시민, 사회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 경력이 있거나 초
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도 강사 자격요건에 부합한다.
2) 법무부(2019),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지침 참고.
3) 민진영·박소영(2019),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국제한
국어교육학회, pp.158~159.
4) 이경주(2017),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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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고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의 재교육 프로그램 중, 2019년 8월 기 시행되었던 국립국어원의 ‘사회
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집합연수’ 참가자가 작성한 요구 조사지를 분석하여,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살피고 추후
개최될 연수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의 특성(한국어교육 전공 유무, 경력)에 따
라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자료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비교해봄으로써,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2.1. 연수 대주제 및 프로그램
2019년 개최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연수회의 대주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수업 운영
방안’으로, 교육 현장 및 학습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말하기 및 문화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2년부터 시행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연수회 대주제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12년

교육자료 활용법

13년

표현교육법, 문법

14년

교재, 교실 수업 운영

15년

언어권별 특징과 교수법

16년

교육 내용과 교육 자료, 매체 활용 교육

17년

쓰기/말하기 평가

18년

언어문화의 이해와 교육 방법

<표 1>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연수회 대주제(2012~2018년)
지금까지 시행된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추상적인 대주제가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원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린 문제와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자
에 초점을 맞춘 수업 운영 방안을 대주제로 제시하였고,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교원들의 정책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기관인 법무부 이민통합과의 특강을 포함한 학습자 중심의 강의와 분임 토의로 프로그램을 구성하
였다. 또한 현재 국립국어원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자를 위한 신규 교재를 개발 중에 있어 교재 개발 연구진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다. 일자별로 진행된 강의와 주제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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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6. (화)
●
●
●
●

특강

분임토의

법무부 이민통합과 특강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사회로의 전환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자를 위한 말하기 교육
국립한글박물관 전시 해설 및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 소개, 목판 인쇄 체험

● 사회통합프로그램 신규 교재 개발 의견 수렴(초급/중급)
2019. 8. 7. (수)
● 국립국어원 개발 교육자료 소개
●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 방법

특강
분임토의

●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 운영 방안 구안 실습 및 피드백

<표 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연수회 대주제(2012~2018년)

2.2. 사전과제
연수 이전에는 국립국어원이 기 개발한 온라인 강의인 ‘한국 문화 활용 교수법’ 총 12차시를 이수하도록 하였다. 사회
통합프로그램 학습자들을 위한 문화 교육은 교원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에서 실제 어떻게 다
루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항목으로, 연수회 당일 진행되는 분임토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수업 내 활동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림 1> ‘한국 문화 활용 교수법’ 온라인 강의 (온돌과 좌식 생활)

2.3. 분임토의
분임토의에서는 먼저 각 기관별로 교원들이 말하기 및 문화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기관의 말하기와 문화 교육의 목적, 방법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으로 평소 교원들이 궁
금했던 부분에 대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후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4개의 분임
으로 나뉘어 학습자를 위한 실제적이고 수업에 적용 가능한 문화 활동이나 과제(인터뷰, 발표, 역할극 등)를 개발하고 자
료를 직접 제작해보도록 하였는데, 가능한 통제된 연습보다는 유도된 연습이나 자유연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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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였다. 교원들에게 제공한 참고 자료의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초급 이상

중급 이상

고급 이상

문장 만들어 이야기하기

단어 게임하기

좌담회 하기

문답이나 대화 완성하기

상황에 따른 역할극하기

발표하기

질문에 답하기

비교해서 말하기

촌극이나 연극하기

답을 듣고 질문 만들기

이야기 재구성하기

인터뷰하기

설명하기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표 3> 수준에 따른 말하기 활동의 예(김선정 외,2010)

3.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요구분석 결과
3.1. 참가자 정보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연수회 참가자는 남성 5명, 여성 44명으로 총 49명이었다. 연령대는 50대가 22명으로 가
장 많고 40대가 12명, 60대가 8명이었으며 70대 이상은 1명이었다. 학력 및 전공에 대한 조사는 취합한 48부의 설문지
를 통해 이루어졌는데5) 학사가 22명, 박사(수료) 이상이 12명이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및 국어국문(국어교육) 관련 박
사학위 소지자가 각 3명으로 타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절반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성별

연령

학력

인원(명)

퍼센트(%)

남성

5

10%

여성

44

90%

20대

3

6%

30대

3

6%

40대

12

24%

50대

22

45%

60대

8

16%

70대 이상

1

2%

학사

22

46%

석사(과정)

4

8%

석사(수료)

4

8%

석사(졸업)

4

8%

박사(과정)

2

4%

박사(수료) 이상

12

25%

<표 4>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연수회 참가자 정보
위 교원들의 평균 경력 기간은 5년 6개월로 최소가 6개월, 최대가 14년이었다. 경력 기관6)은 대학(학부/대학원), 대학
5) 성별과 연령 이외의 분석은 취합한 설문지 48부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6) 경력 기관에 대한 문항은 중복 표시 가능 문항으로, 교육 경험이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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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다양했는데 정부 및 공공기관이 39명으로, 대부분의 교원이 사회통
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등에서의 한국어 교육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들 중 한
국어교원자격증 2급 소지자는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1급 소지자가 9명, 3급 소지자가 2명이었다.

3.2. 강의 관련 요구분석 결과
강의 관련 요구는 크게 진행된 강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과 희망 강의 주제에 대한 응답을 통해 드러났는데, 먼저 특강
내용에 대한 유용성, 이해가능성, 적절성, 참신성 등에 대한 만족도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강 내용에 대한 만족도
1) 특강 내용이 유용하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원이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
다’라고 응답한 교원이 18명이었다.

2) 특강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원이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
다’라고 응답한 교원이 17명이었다.

3) 특강 시간이 적절하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원이 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교원이 13명이었다.

4) 특강 내용이 참신하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원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교원이 1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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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사가 전문적이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원이 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
다’라고 응답한 교원이 20명이었다.

6) 강사의 자질이 훌륭하다(강의 준비 및 방법, 수강생 응대)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원이 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
다’라고 응답한 교원이 18명이었다.

<표 5> 특강 내용에 대한 만족도 문항 분석 결과

위 <표5>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항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으나 특강 내용에 대한 참신성 문항에서는 ‘보통이다’라
고 응답한 교원이 다른 문항에 비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수회 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
하는 두 가지를 고르는 문항7)을 통해 교원들의 요구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 주로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사
회로의 전환’, ‘법무부 이민통합과 특강’과 같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정책에 대한 강의식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자를 위한 말하기 교육, 문화 교육 방법’과 같은 강의에 대한 만
족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이는 다문화사회나 정책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이론식 강의가, 실제 문화 교육과 말하기
교육에 대한 내용은 실습형 또는 토의형 프로그램이 적합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에 따른 문항은 한국어교육 전공자와 비전공자, 그리고 경력 5년 이상과 5년 미만의 교원8)으로
나누어 분석을 재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교육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사회로의 전환’이 가
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한국어교육 전공자는 ‘법무부 이민통합과 특강’이, 비전공자는 ‘국립국어원
교육자료 소개’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공자의 경우에도 ‘국립국어원 교육자료 소개’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
답한 교원이 12명으로, 비전공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력 5년 이상 교원과 5년 미만 교원의 경우에는 도움 정도에 대한 응답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경력 5년 이상
교원은 ‘다문화사회 이해’, 5년 미만 교원은 ‘교육 자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력 5년 이상의 교원
이 전문적인 교육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외적인 환경에 대해 더욱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다문화사회 이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7) 두 명의 교원이 한 가지만 선택하였기 때문에 총 94개의 응답이 기록되었다.
8) 한국어교육 전공자는 33명, 비전공자는 15명이었으며, 경력 5년 이상 교원은 32명, 경력 5년 미만 교원은 16명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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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어교육
전공자(명)

한국어교육
비전공자(명)

경력 5년
이상(명)

경력 5년
미만(명)

법무부 이민통합과 특강

13

3

12

4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사회로의 전환

15

6

15

6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자를 위한 말하기 교육

2

0

1

1

국립한글박물관 전시 해설 및 외국인 대상 프로그
램 소개, 목판 인쇄 체험

6

4

8

2

국립국어원 신규 교재 개발 의견 수렴

3

2

3

2

국립국어원 개발 교육자료 소개

12

5

8

9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 방법

4

3

4

3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 운영 방안 구안 실습

5

2

3

4

사회통합프로그램 수업 운영 방안 구안 피드백

2

3

4

1

분임별 활동 결과 발표 및 토의

1

1

2

0

63

29

60

32

프로그램명

응답 수 합계

<표 6>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 선택 문항 분석 결과
교원들이 희망하는 강의 주제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적는 주관식 문항으로 제시되었다. 그 결과 1순위에서는 ‘교육자
료, 교수법, 정책, 말하기’에 대한 내용이 나타났는데, 특히 교육자료에 대한 것으로 ‘교육자료 개발, 교재 개발법, 멀티미
디어 제작(편집, 자막 삽입, 배경음악 선택, 삽입 등), 자료 찾는 법, 수업시 게임 활동 활용, 국립국어원 비롯 학습자료
활용 소개’ 등의 요구가 많았다. 이는 학습자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들을 위한 개별 교육 자료가 개발되지 않아9) 교재 의
존도가 높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환경에서 교사들이 이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학생
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실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내용과도 연관성을 가지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소개
및 활용 방법 강의를 고려해봄직 하다.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교육 자료를 스스로 제작·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즉 교원
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멀티미디어 활용 방법 관련 강의 또는 다른 외국어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된 교육 자료 소개와
같은 강의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4. 사전과제 관련 요구분석 결과
사전과제에 대한 문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샘터의 온라인 연수 강좌 이수에 대한 도움 정도를 평가하는 문항
(15-1번)과 추후 온라인 연수가 개발된다면 어떤 주제를 희망하는지에 대해 선택하는 문항(15-2번)이 있었다. 먼저 ‘한
국 문화 활용 교수법’에 대한 온라인 연수의 도움 정도에 대해 48명 중 24명의 교원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교원이 각 11명 있었다. 앞서 문화 교육에 대한 내용은 수업을 통한 실제적인 활동이나
토의가 적합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연수회 전 교원들이 기본적인 문화 교수 항목에 대해 파악하고 분임 토의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한다는 데에서 본 온라인 연수가 의의를 가짐을 볼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온라인 연수 희망

9) 이미향 외(2018)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자들이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목표는 동일
하다고 할 수 있으나,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사회 문화적 배경, 인지적 특성, 언어 사용역이 각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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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요구 조사 문항에 대한 분석으로, 해당 문항의 경우 교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제시하였으며 각 1순
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10).
항목

1순위(명)

2순위(명)

3순위(명)

① 한국어 교육 내용 및 방법

19

5

3

② 교육 자료 개발

8

17

6

③ 한국어 학습자 능력 평가

3

3

6

④ 수업 운영 능력 및 수업 컨설팅

5

7

7

⑤ 교육과정 개발, 운영

5

2

2

⑥ 한국 문화 교육 내용 및 방법

5

5

8

⑦ 학생 관리, 상담

1

0

1

⑧ 한국어교육 관련 정책

0

5

6

⑨ 기타 의견

1

0

0

47

44

39

응답 수 합계

<표 7> 희망하는 온라인 연수 주제 응답 결과
위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원들은 희망하는 온라인 연수 주제 중 1순위로는 ‘한국어 교육
내용 및 방법’을, 2순위로는 ‘교육 자료 개발’을, 3순위로는 ‘한국 문화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선택하였다. 희망 온라인 연
수에 대한 결과는 교원들이 희망하는 강의 주제와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한국 문화 교육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온라인 연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미 한국어교수학습샘터에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연
수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이에 대한 요구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은 기 개발된 온라인 연수 강의들이 일
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항목들을 선정해 제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여겨진다11). 사회통합프로
그램 학습자는 특수 목적 학습자로 분류되며 체류자격, 출신국가, 학업 수준 등 다양한 변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12) 이
러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 교육 내용과 방법 관련 온라인 연수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
언하는 바이다13).
10) 1순위에 대한 무응답은 1건, 2순위에 대한 무응답은 4건, 3순위에 대한 무응답은 9건이었다.
11) 한국어교수학습샘터 온라인 연수 중 ‘한국 문화 활용 교수법’의 차시 제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7차시
8차시
9차시
10차시
11차시
12차시

한국의 지리와 기후
한국의 전통복식
온돌과 좌식 생활
설날과 추석
한국의 매력적인 도시들
한국의 재래시장
한국의 소리, 판소리
풍물놀이, 사물놀이, 난타
고려청자와 백자
한국의 교육
전래 동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한국의 음식 문화
‘한국 문화 활용 교수법’ 차시 제목

(총 12차시)
12) 민진영·박소영(2019),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교육 개선 방안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
학회, p.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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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분임토의 관련 요구분석 결과
분임토의는 연수회 중 교원들이 말하기 및 문화 교육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
는 활동이나 과제를 직접 제작하는 시간으로, 교원들이 이에 대해 유용하다고 느꼈는지, 토의 시간은 적절하였는지, 분임
지도 강사의 지도가 전문적이었는지, 분임 구성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는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분임토의 내용에 대한 평가
1) 분임토의 내용이 유용하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원이 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
다’라고 응답한 교원이 17명이었다.

2) 분임토의 시간이 적절하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원이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
다’라고 응답한 교원이 8명이었다. ‘아니다’라고 응답한 교원이 7
명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편이었다.

3) 분임지도 강사가 전문적이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원이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
다’라고 응답한 교원이 16명이었다.

4) 분임 구성(분임별 교원 수, 소속 기관 등)이 적절하다

‘그렇다’라고 응답한 교원이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
다’라고 응답한 교원이 13명이었다.

<표 8> 분임토의에 대한 만족도 문항 분석 결과
13) 전정미(2019)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문화 항목을 분석한 연구로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교재에서 제시된 문화 항목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소통을 활성화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문화 교육시 이민자의 문화와 상호교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전
정미(2019)의 연구에서와 같이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교재 내 문화 항목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연구들이 사회통합프로
그램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 관련 온라인 연수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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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토의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분임토의 시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소 있었다. 분임
토의는 1박 2일의 연수회 중 2일차에 진행되었는데, 각 80분씩 2번, 총 160분 동안 이루어졌다. 분임토의 이후에는 분임
별로 교실 내에서 적용 가능한 활동이나 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 3시간이 채 되지 못하는 한정된 시간 안에 가시
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교원들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교원들로 하여금 연
수회 전 분임별로 관련 주제에 대해 사전에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기존에 교원들에게 안내되었던 한국어교수학습샘터의 ‘연수 나눔방’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올해
개최된 연수회에서는 분임 구성시 교원의 경력을 고려하여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로 나누었으나 사전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력을 포함하여 교원들이 다루고자 하는 세부 주제나 항목을 기반으로 분임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연수회가 종료된 후에 취합된 희망 분임활동 주제 또는 방향은 연수회의 분임 활동에서 다루었던 ‘말하기 영역, 문화
항목’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수업 주제에 따른 과제 활동’이나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제작‘에 대한 요구
역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말하기 영역‘ 외에도 ’쓰기, 문법, 어휘‘ 등 다양한 영역별 교육 내용에 대한 관심
역시 나타났는데 이러한 내용이 분임 토의의 내용 구성 전에 파악되어 반영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실용성 있는 분임 토
의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앞서 김호정 외(2017)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원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원, KSL 과정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프로그램 내용 개발 차원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 ‘한국어교원으로서 부족하다고 느끼
는 교수 역량’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본 연수회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동
일한 문항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14),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
수법 향상’ 다음으로 ‘한국어 교수 지식 향상’이 높게 나타났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원들은 ‘한국어 교수법 향상’ 다음
으로 ‘정책 이해 향상’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분

김호정 외(2017)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원

인원(명)

퍼센트(%)

인원(명)

퍼센트(%)

한국어 교수 지식 향상

48

42.5

10

14.3

한국어 교수법 향상

53

46.9

32

45.7

다른 한국어교원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5

4.4

10

14.3

정책에 대한 이해도 향상

6

5.3

13

18.6

기타

1

0.9

5

7.1

응답 수 합계

113

100

70

100

<표 10>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 (김호정 외, 2017 포함)
즉,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원들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교원들에 비해 정책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
14) 중복 응답 문항으로 교원마다 1개에서 4개까지 자유롭게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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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재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일방향적으로 제시해 주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원의 질의응
답 시간을 충분히 마련해줌으로써 교원의 정책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미혜(2015)
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한국 사회의 이주민 증가에 따른 외국인 정책 대안으로 등장하였지만 정책의 실체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 이해교육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관련 부처에서도 교원들이 가지고 있
는 책임감을 이해하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15)에 대해 파악하여 개선 방안에 대해 고찰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 역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한국어교원으로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교수 역량’의 경우에도 선행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수 자료 개발·활용’ 다음으로
‘한국어의 교육 내용 지식’이 나타났지만 본고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한국어 교육 내용 지식’보다 ‘한국어 교수 방
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교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을 볼 수 있었다.

구분

김호정 외(2017)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원

인원(명)

퍼센트(%)

인원(명)

퍼센트(%)

한국어의 교육 내용 지식

24

21.2

1

1.8

한국어 교수 방법

18

15.9

12

21.4

한국어 교수 자료 개발·활용

44

38.9

28

50

한국어 능력 평가

9

8

5

8.9

한국문화 교육

8

7.1

2

3.6

학생 지도 및 상담

6

5.3

6

10.7

기타

4

3.5

2

3.6

응답 수 합계

113

100

56

100

<표 11> 한국어교원으로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교수 역량 (김호정 외, 2017 포함)
위 분석 결과는 이상의 분석 내용과 동일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수법’과 ‘교육자료’에 대한
높은 요구는 교원들이 희망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의 강의 주제뿐만 아니라 온라인 연수 주제, 분임 토의 주제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수법’과 ‘교육자료’에 대한 내용은 올해 개최된 연수회를 포함한 지난 연수회에서 지속적으로 다
루어져 왔던 내용이다. 이는 교원들이 실제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법이나 교육 자료에 대해 충분한 내용 제공을 받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한데, 추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일반론적인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내용에서 벗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자의 특성과 긴밀
한 연관성을 가지는 ‘교수법’ 그리고 ‘교육자료’에 대해 다루는 강의와 분임 토의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생략)

15) 민진영 외(2019)에서는 ‘한국어 과정의 단계별 교육시간이 이민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언어 수준과 불일치한다는 점, 다양한 이민
자 유형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구성이 없는 점’ 등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외국의 이민
자 사회통합 언어교육 현황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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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문
오지혜(세명대학교)

이 연구는 발표자께서 서론에서 밝혔듯이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살피고 추후 개최
될 연수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있으며, 저 또한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동의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재교육 프로그램이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의 특성(한국어교육 전공 유무, 경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저 또한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 개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대상 학습자들의 유형과

변인이 매우 다양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한국어교원들에게 필요한 재교육 프로그
램이 '맞춤형'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집합연수’ 참가자가 작성한 요
구 조사지 분석 결과 내용을 흥미롭게 읽으면서 생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구 분석 결과, 한국어교원으로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교수 역량’의 경우에도 선행 연구(김호정, 2017)에서는 ‘한
국어 교수 자료 개발·활용’ 다음으로 ‘한국어의 교육 내용 지식’이 나타났지만 본고에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한국어
교육 내용 지식’보다 ‘한국어 교수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교원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을 볼 수 있었다고 하셨는
데 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주제와 관련하여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연수, 분임 토의로 나누어 참가자들의 응답 결과를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연수, 분임 토의의 단계 혹은 영역으로 나누
어 주제 및 내용을 선정하고 구성할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재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를 위해 고려해야 하는
어떤 원리, 원칙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재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측면에서 온라인 연수, 분임 토의의 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서 아쉬움, 개선안
등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연구 윤리 교육

연구 윤리에 관한 질의와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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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기철 / 언어와 문화의 접촉 -언어문화- 105
7. 신현숙 / 어휘 정보와 문화 정보: {옷/ 밥/ 집} 125
8. 이미혜 /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통합 교육 - 언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통합 양상을 고려한 교육 방안- 143
9. 이은숙 / 한국 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보는 판소리 영화 <서편제> 165
10. 이홍매 /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신문을 통한 한자어 교육 183
11. 조항록 / 한국어 문화교육론의 내용 구성 시론 (試論) 199
12. 태평무 / 중한 문화의 차이와 한국어 교수 221
≪한국언어문화학 창간기념 기획대담≫ 233
■ 1권 2호 ■
1. 강승혜 / 이야기 결말짓기를 통한 한ㆍ일간 ‘복수(復讐)’에 대한 의식비교 1
2. 기타무라 다다시 / 언어 문화 대조 연구의 전망 -한일어의 대조를 중심으로- 27
3. 김병원 / 이야기 스키마의 기능이 드러내는 언어문화의 특성 43
4. 김영란 / 한국어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에 나타난 한국 문화 57
5. 김창룡 / 조선시대의 소학 75
6. 민현식 / 國語文化에 나타난 宗敎文化의 요소 89
7. 박숙자 /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119
8. 성기철 / 언어문화의 보편성과 개별성 131
9. 오고시 나오키 / 한국,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한국어 학습 151
10. 이병혁 / 중국에서의 한류 열풍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 163
11. 이선한 /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몇 가지 방법론 문제 175
12. 장춘식 / 한국어 학습과 문화의 교류 183
13. 조항록 / 한국 언어문화와 한국어교육 193
14. 황유복 /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중국 속의 한국어교육 211
15. Sergey O. KURBANOV / KOREAN LANGUAGE AND CULTURE FROM THE PERSPECTIVES OF CROSS-CULTURAL
APPROACH 219
■ 2권 1호 ■
1. 기타무라 다다시 / 신체 관련 관용구에 보는 한국 문화 1
2. 김숙자 / 한․일 양언어의 감사표현 비교 17
3. 김왕식 / 재일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 변화와 그 촉진 요인 33
4. 김창룡 / 죽부인의 문학적 심상 49
5. 김혜숙 / 간판 매체 언어에 나타난 한국 문화 현상 69
6. 박문자 / 중국 대학의 한국학 연구와 그 역할에 대한 고찰 101
7. 박선희 / 주변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한 신라와 가야 갑옷의 고유양식과 정체성 인식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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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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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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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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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정시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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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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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민정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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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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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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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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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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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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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 1
국어기본법 상 한국어 교원자격제도 연구 : 현황 및 발전 방향 23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한 NIE 연구 : 텍스트 시각화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45
결혼이민자 취업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 75
한국어의 변화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접근 97
한국어 학습자 서사의 담화적 특성 : 조사, 시제 선택을 중심으로 125
한국어교육에서 쓰기 지식 교육에 대한 연구 :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문을 중심으로 155
상호문화성에 기반 한 문학 독서교육 183
한국어교육에서 교수 자료로 활용된 문학 작품 연구 : 초기 교재를 중심으로 221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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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으로- 1
김승환 /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의 문제와 개선 방안 연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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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권 3호 ■
1. 강란숙 / 한국 문화교육의 자료로서 아리랑 TV 영상 자료 활용에 대한 외국인 학습자들의 반응 조사 연구 -해외
한국학 교육 현장(벨기에)의 수업 사례 제시- 1
2. 김경령 / 한국어 학습자의 불안도와 쓰기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연구 29
3. 김은미 / 담화화제에 있어서의 한일대조연구 -화제선택과 도입 및 전개를 중심으로- 69
4. 민현식 / 한글문화의 정신사 93
5. 박새암 /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국어 학습 연구 -<미감리회>를 중심으로- 119
6. 박은하 /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능력과 초급 단계의 문화 능력 평가 도구 개발 145
7. 이인혜 /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독자 고려 전략 연구 169
8. 이향 / 외국인 어투에 대한 한국어 원어민 화자의 언어 태도 연구 199
9. 최권진 / (비)효율적인 한국어학습자의 학습 전략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부초청 대학원장학생과 중국인 학습자의
비교 연구-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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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11. 한윤정 / 외국군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플립러닝 활용 언어문화 교육 방안 연구 311
■
1.
2.
3.
4.
5.
6.

14권 3호 ■
강신희 / 이주 노동자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1
구민지·김원경 / 유학생 대상 한국어 스토리텔링 기반 수업 사례 연구 29
김경령 /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국 한글학교의 교육 자료 개발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 51
김기성 /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현대몽골어와 한국어의 피동 대조 연구 91
김혜진 / 신문 텍스트의 주제 영역별 장르성에 따른 연결어미 사용 양상 분석 113
Ra Chae Kun / A Pedagogical Study on Understanding of ‘Shinmyoung’(神明) in Modern Korean Novels for
Foreign Learners - Based on A. N. Whitehead’s Creativity 147
7. 마심리 레일라·정지현 / 한국 정부초청 아제르바이잔 장학생의 학업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 173
8. 박성 / 한국 현대시 읽기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반응양상 연구 - 독자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197
9. 서혁 / 학교교육과 한국언어문화 교육의 쟁점과 과제 21
10. 오선영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지역어 교육 연구 - 드라마를 활용한 듣기 수업 사례를 통해 249
11. 이용희 /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공손성 및 거절 화행 연구 287
12.주월랑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중간언어 연구 -통사 복잡성을 중심으로– 313
13. 최권진 /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양식에 대한 연구 -대한민국 정부초청대학원장학생을 중심으로- 347
■
1.
2.
3.
4.
5.
6.

15권 1호 ■
김규훈 / 한국어 어휘 수업에서 ‘생태학적 언어 교수 전략’의 활용 가능성 1
김승연 /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시각적 요소의 변화 경향성 연구* -1990년대부터 2010년대 교재를 중심으로 25
김윤주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부모역량 강화 프로그램 설계 방안 61
박봉수, 김영순 / 중국계 결혼이주민의 자녀 이중언어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93
신윤경, 성지연 / 재외동포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방향 고찰 121
이미향, 윤영, 최은지, 박진욱 / 특수 목적 교육으로서의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 개선 방향 연구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47
7. 이스라 하산 / 요르단인 학습자의 한국어 문장 내 말마디 경계 장음화 현상 고찰 175
8. 정효민 / 자기주도학습이 한국어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201
9. 조현용 / 한일 교류사 활용 한국어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229
10. 홍승아 / 한국 유학 대학생들의 학문적 요약문 글쓰기 -한국인 대학생과의 비교를 통한 실태 분석- 257
■
1.
2.
3.
4.
5.
6.

15권 2호 ■
강남욱 / 한국어 교재의 구성 유형과 형성 과정 연구 1
강신희 /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통합적 접근의 한국어 쓰기 교육 모형 개발 연구 37
구민지, 김원경 / 한국 언어문화 교육 방안으로서의 설화 ‘다시쓰기’ 63
권기현 / 한국어-베트남어 단모음 대조를 통한 난이도 위계 설정 93
김현진 /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접촉 양상(LCP)이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125
김혜진 / 문화적 문식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의 설화 교육 연구 –국내 대학 교양 학부의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155
7. 박성 / 영화를 활용한 한국 가치문화교육 연구 –상호문화능력을 중심으로- 189
8. 양지선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문화 인식에 대한 연구 –중국, 몽골, 학습자를 중심으로- 229
9. 응웬 티 꾸잉안, 김영표 /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더라’의 교육 방안 연구 255
10. 황사윤, 이미향 / 외국인이 편찬한 초기 한국어 교재의 한자어 교수 자료 연구 277
11. 이은희 / 한국어 학습자의 스테레오타입과 한국 문화교육 –학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305
12. 이지용 / 한국어 공공언어를 위한 챗봇 설계 방안 333

■ 15권 3호 ■
1. 1. 구려나 / 월(粤)방언권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 습득 연구 -확인 의문문 중심으로- 1
2. 기준성 /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부부간 담화 속 성차별적 요소 분석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27
3. 김설, 김중섭 / 중국 초급 한국어 교재의 발음 영역 구성 방안 연구 -비음화를 중심으로- 49
4. 나채근 /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감상문 쓰기를 통한 한국 정서 한(恨)에 대한 이해 교육 85
5. 노채환 / 몽골인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오류 분석 –구성원소 이론을 바탕으로- 113
6. 안정호 / 한국어교육을 위한 연결어미 ‘-답시고’의 의미와 교육 내용 연구 -세종 말뭉치 자료 분석을 통하여- 135
7. 이쉐신윈 / 색채어의 상징의미 대조 연구 -한국어와 미얀마어 기본 색채어를 중심으로-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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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해영, 하지혜, 정혜선 / 매체 효능감과 실재감이 실시간 온라인 한국학 강좌 수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87
9. 임형재, 후지모토 타쿠미 / 일본 공공번역의 한국어 오류분석 -일본 정부기관의 한국어 표준 번역안(案)을 중심으로211
10. 진대연 / 한국어 교육에서 역사 문화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243
11. 최권진 / 불가리아 소피아대학교 한국어 교사의 교육 경험 연구 -불가리아 모국어 교사를 중심으로- 271
■
1.
2.
3.
4.
5.
6.
7.
8.

16권 1호 ■
곽선우 / 한국어 핵억양 유형에 따른 태도 지각 양상 연구 1
구민지 / 한국어 읽기 문화 교재의 어휘 난이도 39
김서형 / 한국어 교육에서의 교사 고쳐말하기와 학습자 반응 간의 상관관계 연구 61
남은영·이숙진·박혜란·장미선 / 베트남 학습자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97
박민신 / 귀국 대학생의 내러티브 정체성 형성을 위한 성찰적 글쓰기 교육 연구 131
박은정 / 유학생 역번역문에 나타난 어휘 연구 157
서수진 / 한국 현대문학을 활용한 토론·토의 수업 모형 연구 –조남주의『82년생 김지영』을 중심으로– 187
성혜진 / 한국어 국외보급 활성화를 위한 세종학당 정책집행의 효율화 방안 연구 –집행기관의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213
9. 유소영 / 헝가리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현황과 과제 –헝가리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의 특징 분석을
중심으로– 241
10 이유인 / 이주노동자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고찰 –네덜란드의 이주노동자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261
11. 임현열, 고랑원 / 구조화된 오류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한국어 학습자의 철자 오류와 발음 오류의 관련성 연구
–중국인의 한국어 철자 오류에 대한 국어 음운론적 관점의 분석- 297
12. 황희선 / 첨삭 주체에 따른 외국인 대학생 글의 양상 분석 –동료첨삭과 교수첨삭을 중심으로– 323
■ 16권 2호 ■
1. 김경령 / 아동반 한글학교 교사의 민족 정체성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1
2. 김명광 / 의사소통능력 개념 변화에 대한 일고 –서구 이론을 중심으로- 31
3. 김영 / 고전시가에 표출된 ‘달’의 이미지 비교를 통한 한국 고전문학사 교육 방법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65
4. 김은경 / 한국어교육 현장에서의 스마트러닝 구현을 위한 스마트 교실응답 시스템 활용 방안 93
5. 김태연 / 한국어 문화교육을 위한 문학 텍스트 활용 방안에 대한 고찰 –학습자 및 교수자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121
6. 노채환 /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이중모음 오류 분석 –음절구조 차이 및 구성원소 이론을 바탕으로171
7. 오지혜 / 내러티브 기반의 문화 간 의사소통 평가 연구 171
8. 육효창 /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현황과 과제 –학위과정의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의 질 관리를 중심으로199
9. 이미혜 / 대학기관 한국어 교사 역량에 대한 인식 231
10. 이진경, 박영옥 /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 –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을
중심으로- 255
11. 정미진, 조형일 / 몸짓 언어에 기반한 한국어 환유 표현의 교육 연구 283
12. 주현정, 김태희, 정가민 /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교사의 태도와 전문성에 대한 연구 –학습자의 목적에 따른 한국
문화 교사와의 면담을 중심으로-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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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연구 윤리 규정
제정 2008. 6. 1.
개정 2009. 9. 1.
개정 2014. 1.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학술 연구 활동에 관한 연구 윤리의 지침을 제시하고, 윤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수행․심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
문 저자 표시 행위, 기타 부정행위 등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
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
다.
5) ‘기타 부정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통칭한다.
2. ‘연구비 등의 부정 사용 행위'는 연구비 등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의 학회지나 기타 학술 간행물 등에 투고를 한 자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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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언어문화학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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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사: (주)박이정

후원사: (주)시사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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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가나다 KOREAN
영어판

초급1,2 중급1,2

중국어판

초급1,2 중급1,2

일본어판

초급1,2 중급1,2

WORKBOOK

고급

고급 1,2

WORKBOOK

고급 1,2

초급1,2 중급1,2

저자 l GANADA Korean Language Institute [MAINBOOK] 구성 l 교재 + MP3 CD 값 l 각 25,000원 [WORKBOOK] 구성 l 교재 값 l 각 11,000원

HOT TOPIK
HOT TOPIKⅠ•Ⅱ [ACTUAL TEST]

문제 유형 완벽 분석! 실전 모의고사 5회분으로 시험 완벽 대비!

저자 l 한국어평가연구소
구성 l 교재 + 해설집
+ MP3 CD
값 l Ⅰ- 각 21,000원

TOPIKⅠ영어판

TOPIKⅠ중국어판

HOT TOPIK 쓰기Ⅱ/ 읽기Ⅱ

TOPIKⅠ일본어판

한글파크 출판 도서목록

TOPIKⅡ

영역별 심화 학습으로 TOPIK 실력 다지기!

저자 l 현빈, 최재찬
구성 l 교재 + 해설집
값 l 17,000원

TOPIKⅡ쓰기 (개정판)

저자 l 한국어평가연구소
구성 l 교재 + 해설집
+ MP3 CD
값 l Ⅱ- 27,000원

딱! 3주 완성 TOPIKⅠ•Ⅱ

저자 l 김순례, 고민지
구성 l 교재 + 포켓북
값 l 16,800원

저자 l 오윤정, 윤새롬
구성 l 본책 +
모의고사 문제집 +
MP3 CD
값 l Ⅰ- 17,000원
Ⅱ- 20,000원
TOPIKⅠ

TOPIKⅡ읽기 (개정판)

주
소
전
화
팩스번호
홈페이지
이 메 일

[030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300 시사빌딩
1588-1582
02)3671-0500
www.sisabooks.com/hangeul
bookmkt02@sisadream.com

‘딱 3주’ 만에 TOPIK 준비 끝!

주
소
전
화
팩스번호
홈페이지
이 메 일

TOPIKⅡ

[030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300 시사빌딩(1층)
02)561-9544
02)568-9599
www.hangeulpark.com
hanpark00@sisa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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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ΥΥΡͫ͠͠ΗΠΣΖΚΘΟ͞ΚΟΤΦΣΒΟΔΖ͟ΜΣ
ΙΥΥΡͫ͠͠显沔圊庲͟穢剳

ΚΟΤΦΣΒΟΔΖ͟ΗΠΣΖΚΘΟͱΘΞΒΚΝ͟ΔΠΞ

͑ΔΙΚΟΖΤΖ͑ͫ͑ͦͦͥͪͪͨͨͩͩ͡͡͞͞
͑ͶΟΘΝΚΤΙ͑ͫ͑ͦͦͧͧͨͨͩͩ͢͡͡͞͞

懺竞斲͑砯枪憎笾

筎碞決滆͑渂暒

基埿沖͑決彚沂

基埿沖͑洊筚憎笾͑

͑͢͟懾汾抆基
滊巒捊͑滆匏

͑͢͟洊熺͑滊巒捊͑滆匏

廿沫欂櫖͑兾崪͑懗毖櫖昢͑沋毖穞櫲͑廿沫朞
朦汊͑穞欆汒͑͑͠滎懗

犛割穞埪͑埪燖昢͑殶猧͑ͦ渗朞͑凮儊抆凮洎͑͑͑汞
懗律求嵢͑沋毖͑愕͑朞朦獞巒͑穞欆汒͑͑͠旇空

爣͑滊巒捊͑檃͑ͪ͢͝͡͡͝͡͡͡毖͑渗
ͦͣ͢͝͡͝͡͡͡毖͑滆毖͑愡汒͙檃͖͑ͩ͡懺旇͚

檗猧͑処分洎͑凮刺斲溣͑͑求嵢͑汾穞櫲͑懗毖櫖昢
沋毖͑愕͑朞朦獞巒͑穞欆汒͑͑͠滎懗

爣͑滊巒捊͑檃͑ͥ͢͝͡͡͡͝͡͡͡毖͑渗
ͣ͢͝͡͡͡͝͡͡͡毖͑滆毖͑愡汒͙͑檃͖͑ͩͦ͑懺旇͚

爣͑滊巒捊͑檃͑ͣͨ͡͝͡͡͡毖͑渗
ͣͦ͡͝͡͡͡毖͑滆毖͑愡汒͙͑檃͖͑ͪͤ͑懺旇͚

瑯砫͑冶昣求嵢͑汾空͑懗毖櫖昢͑獞巒͑愡橞汒
͠皻毖

欪幾濃͑暖儆岃͑凮洎

殶猧͑ͦ渗朞͑凮儊抆凮洎

凮愞刂͑竎憋滆͑搎儆͑憒檺滆冒͑夞檺͑兽垚冉決
抎碾穞冒͑夞垚͑滎懗

爣͑滊巒捊͑檃͑ͦͨ͢͝͡͡͡毖
洊橧͑懾沊͑抆基

匾儆埪͑嘞檺派昢͑怺应抆把欂涒͑愕͑暖儆岃汞
櫶浶滇欂͑͑͑求嵢͑汾空͑獞巒愡橞汒͑͑͠皻毖

斲嵆͑ͤ

爣͑滊巒捊͑檃͑ͣͧ͝͡͡͝͡͡͡毖
洊橧͑懾汾͑抆基

斲嵆͑͢

檗猧͑処分洎͑凮刺斲溣

懗毖

懺竞斲

怺应͑͗͑暖儆岃͑洗滎床͙搎廎娚儆͑檺匑單͚

怺应抆把欂涒͑愕͑暖儆岃汞͑櫶浶滇欂

暖儆岃͑壟廫͑砒櫺

殶猧朞滆͑壟廫砒櫺

爣͑滊巒捊͑檃͑ͦͣ͢͝͡͝͡͡͡毖
洊橧͑懾沊͑抆基

汒柣汊͑殚庲穞埪͑殶猧朞滆͑壟廫砒櫺͑͑嵢͑汾空
沋毖͑愕͑朞朦͑獞巒͑穞欆汒͑͑͠旇空

斲嵆͑ͣ

显沔圊庲͙斲懺竞͚

沖壟焮斲処͑愕͑空歾櫖昢͑獞巒愡汆͑抆把
洛柦刂滎筞͑愕͑窏壟沫橦͙ͷͥ͡ίͷ͚ͪͪ͑͝昦熳昷͑囒滎筞͙͡͡ί͚ͥ͡
捊囮匶凊͑沫橦͙Ϳ͚͙ͤͪͤͣ͑͝欎͑ͫ͑昷懗͚

獞刂獞巒͑穢愯獞巒͑渗͑沂抆
剳愂兺儛懺竞憛旇͑殚檗匏櫲櫖͑空埿穞滆͑橐汆͑捊匏櫲͑汞巒捊

懺竞儢柢沂͑決洊櫖͑獞巒渗汾͑滎懗決喞͑斲処
沊柦͝犢斶͙沲歛洎儢庂͑磲穮穯城埪͚͑͟͝斶篊匶嵢͑獞巒͑͝汾击氦斶͝
抎沊獞巒

洛匶兺儛円滊͑͑͠欎愯洗涋
汞獞͝汞朞海͝汞橎͝橎凃͝瑞癖猦崒溎͝懺熳匶͝徯愢͑姷͑懺浶匶͑割沋
滊巒歆͑怺分穢͑捊殯͙欎͑ͫ͑汞斲滊埮昢͑愢匏捊͑姷͚

懺竞儆沋沖汞͑処汞嵢͑汾穢斲処

懺旇決͑橎夞垚͑凃殶

捊殯ͫ͑檃͑ͧ͡͡͝͡͡͡毖͑͑͢͠噊

剳愂兺儛懺竞͙击懺竞͚

懺竞͑涋幞͑暒儢

ͤ͑͟懺竞匎͑滆匏͙͑ͣίͧ沂͑暒殚͚

懺竞斲

捊殯ͫ͑檃͑ͤ͢͡͝͡͡͡毖͑͑͢͠噊
͙͑͑櫶崿͑͝昷懊櫖͑娶岂͑旇決͚

ͣ͑͟懺竞巒͑熳割͙懺旇昢幞͑愢暧͚

懺竞櫖͑儆沋穞滆͑橐橊昢͑懺旇愡滆͑忁穢͑凃殶

懾汾

斲嵆͑ͣ

斲嵆͑ͤ

ͣ͑͟懺竞巒͑滆匏

ͣ͑͟懺竞巒͑熳割

͑͑͞懗毖͑滊巒͑篊͑懺旇昢幞庂͑懺竞斲櫖͑愢暧
͑͑͞昢幞͑愢暧͑愯憛͑ͫ͑筎碞決滆͑櫋嵢姢͑͝Ͷ͞ΞΒΚΝ愢暧͑͝懺竞斲͑穟剖͑愯怾͑柢͑滇洗͑洊埲
͑͑͞洢犢͑昢幞͑ͫ͑爎滊焮瞾͝欇朞溣͝歾剳汾姷嵣溣͑斲懾͝皻沫斲懾

ͣ͑͟勾͑歾͑懗毖͑滊巒柢

懾汾

懗毖

͑͑͞懊壊͑懺旇͑熳割͑洎焮͑櫌決͑滆洛懗毖櫖昢͑滊巒͑柢͑懺旇匎͑滆匏

͑͢͟滆洛懗毖͑滊巒͑柢

懺竞斲͑熳割͑愯憛

斲嵆͑͢

懺竞櫖͑儆沋空昢͑懺旇愡汆͑凃殶

ͤͤͥͩͣͣͧ͑ͣͣͧͤ͢͢͡͞͞͝

洢儎勢壟͑͝洢儎壟籲͑͝噾匶洛

显沔圊庲

懺竞斲͑洊筚憎笾

基埿沖

懺竞斲律

懺竞斲͑櫶岃洛懺

후원사: (주)세잎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