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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강영부
(학술대회준비위원장)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희 학회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저희 학회가 창립된 지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런 경사스러운 해에 명문 숙명
여자대학교에서 본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학술대회를 위해서 장소를
기꺼이 제공해주신 황선혜 총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학회는 지금까지 대규모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여러 언어권의 회
원님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항덕 회장님께서 창립 20주년을 기념
해서 이번에는 모든 언어권 회원님들이 참가할 수 있는 학술대회로 하자는 제안을 해주셔서 본 학
술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인문학적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미래지향적 외국어교육”이라는 주제로 두
분의 기조발표를 비롯해서 여덟 개 언어권에서 쉰여덟 분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조발표를
수락해주신 장경숙 교수님, 임병노 교수님께 우선 감사 드리며 오늘 발표해 주시는 분들, 좌장과 사
회를 맡아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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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본 학술대회가 개최되기까지 준비위원님들께서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Program
Chair이신 차윤정 교수님, 김영미 교수님, Proceedings Chair이신 고정민 교수님, Site Chair이신 강애
진 교수님, 총무 겸 Accommodation Chair이신 전지혜 교수님, 총무 겸 Fund Raising Chair이신 변지
현 교수님, 학술대회 전반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해주신 방영주 교수님, 원은석 교수님께 특별히 감
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 애써 주신 전영주 교수님, 허선
민 교수님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발표자와 사회자를 섭외해주신 각 언어권
수석부회장님과 부회장님, 발표장 안팎에서 수고해주시는 숙명여자대학교 관계자 분들과 학생 여러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본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저희 준비위원들을 늘 격려해주시고 물심양면으
로 도와 주신 조항덕 회장님의 힘이 무엇보다 컸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
립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대회가 “인문학적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미래지향적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허
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시길 바라며, 또한 회원 여러분들의 교육과 연구
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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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조항덕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학회는 금년에 스무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회 창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배두본
교수님을 비롯하여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회 발간지 “외국어교육 Foreign Languages Education"은 국내 최상위권에 속하는 저명학술지
로 자리매김하였고 이제 국제 전문학술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
제는 “인문학적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미래 지향적 외국어 교육”으로써 매우 시기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학술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Conference Chair 강영부 교수, Program Chair 차윤정 교수와 김영미
교수, Proceedings Chair 고정민 교수, Site Chair 강애진 교수, 총무이사로 수고하신 전지혜 교수와 변
지현 교수, 그리고 학술대회 운영 전반에 대해 조언해 주신 방영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표자와 발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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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황선혜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외국어교육학회 가을학술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국외국어교육학회는 우리나라의 모든 외국어교육을 총망라하는 대단위의 학회로서 올해 창립20주
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문학적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미래 지향적 외국어 교육’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외국
어영역의 학자들이 모여서, 효과적인 외국어교육 방법론 뿐만 아니라, 외국어교육을 통한 글로벌 시
민의식 함양 등 오늘날의 글로벌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외국어교육의 진정한 의미와 그 역할
을 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학술대회가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에 관한 훌륭한 연구발표로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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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가대는 교양필수로서 ‘공동체성 – 외국어영역’을 두고 speaking과 conversation 영역에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양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동체성 함양 기초 프로그램의 하나로
수요자 맞춤형 외국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외국어 또래 학습(PLA), English Support
Center,

외국어스피치

경연대회

등으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문화교류와

언어소통능력 배양을 위한 외국어 교양강좌를 개설하여 다양한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다.

5) 아주대학교
아주대는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외국어 능력이 낮게 나타난 것에 자극받아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중이다. 교양과정 외국어 교육은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영어
이외에도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등을 단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English
Cafe, Cafe Francais 등을 개최하여 학생들이 외국인학생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제2외국어교육은

수준별,

현지적응형

교육이다.

중국어,

일본어

집중

교육,

비정규활동(외국유학생과의 모임) 및 어학연수, 교환학생 중장기유학 활성화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6) 중앙대학교
중앙대의 경우 CEP(Chung-Ang English Program)을 통하여 영어교육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양영어실과 첨단 Speaking Test Lab을 설치하여 인프라를 확보하고 필수과목인 English 1, 2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과목을 계발하였다. 교양영어실을 통해 English 1, 2 강의를 녹화하여
강의법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CEP 영어교육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신입생 학습능력평가시 영어
말하기 능력평가와 English 1, 2를 각각 이수한 뒤에 나타나는 영어 말하기 능력을 비교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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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림대학교
한림대는 교양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소통교양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심비우스
커뮤니케이션 역량제고 교양교육 강화방안이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영어튜터링, 몰입형
토익 교육 등 외국어 능력 강화이다. 정주대학 기숙교육 형태로 다문화․외국어학습, 리더십, 사회성,
진로소양 함양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외국어와 외국문화1, 2」를 공통필수로 개설하여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고 있다. 재학생 대상 RC HID(Hallym International Dormitory) 프로그램은
기숙사내 외국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정규과목으로 복합체험활동인 「생활외국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영어(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진로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진로별
수준별 맞춤형 영어교육 정착을 위해 문법, 회화, 독해, 작문 등 영어 관련 정규 교과목을 진로 및
수준별로 가르친다. 트랙제로 체계화하여 학생들에게 진로 및 수준에 맞는 맞춤형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한림대의 진로 및 수준별 영어교육 트랙 유형

3. 교양외국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과제

국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양외국어교육의 현황을 종합해서 외국어교육의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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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의 비전, 인재상과 교양외국어교육의 목표의 정합성
대학의 비전 및 인재상을 구현할 주요한 전략의 하나로 교양외국어교육이 자리매김할 수 없다면
외국어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과정, 예산, 인력의 배정을 놓고 많은
교과, 전공들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만으로 본다면 외국어교육의 다른 교양 및
전공과의

밀착,

연계교과목

개발,

4년간

일관된

외국어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은

오로지

외국어교육에 대한 명확한 비전에서 나온다.
국내 대학의 경우 교양교육의 내용영역을 지식과 사고, 가치관과 태도, 사회와 이념의 세 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강창동, 2012). 이 중 외국어와 관련이 있는 영역이 ｢사회와 이념 측면｣이다.
이 영역에서 가장 강조되는 내용은 ‘세계화’와 ‘의사소통’이다. 많은 대학들에서 세계화와
의사소통, 즉 글로벌 역량을 위해 외국어교육을 핵심적인 전략으로 삼고 있다. 글로벌 역량이란
글로벌 환경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편견 없이 수용하고 존중하며 세계무대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어를 적절히 활용하여 다양한 글로벌 현상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건양대는 핵심발전전략으로 Conversation 영역을 두고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밭대의 경우 대학의 인재상과 핵심역량을 글로벌 능력(외국어능력과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 등의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국제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두고 있으며, 계명대는 국제적인
문화감각과 외국어구사능력을 가진 문화시민에 대학의 인재상을 두고 있다. 서울여대는 글로벌
역량을 위해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을 넘어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성균핵심역량으로

글로벌역량을

제시하는

성균관대는

다양한

문화수용능력,

외부세계에 대한 이해, 외국어능력 함양을 위해 기본영어, 전문영어, 글로벌문화 3개 세부영역별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일부 사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외국어교육은 대학의
비전이나 인재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구적 교과의 특징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교양외국어교육이 교양교육으로서의 가치실현과 외국어교육으로서의 실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의 비전과 긴밀하게 연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수법의 개혁과 제도적 지원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교수를 대상으로 교양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설문을 실시했는데,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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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교수들은 외국어교과목을 개선되어야 할 교과목으로 가장 많이 지적하하고 있다.
수업내용의 질적 향상과 교강사의 자질확충, 수준별로 차별화된 교과목 개설 등이 그 내용이다.
이런 설문결과를 내놓지 않더라도 교양외국어교육은 내용과 방법 양 측면에서의 변화가 시급하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 외국어교육 전담 교원의 담당시간수가 많고 교수법이나 교재개발은 업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교수법이나 교재개발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교수매체의 활용도 제한적이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수준별 교육과 더불어 학습자가 선호하고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매체를 이용한 맞춤형 교육은 성공적인 외국어교육의 조건이다. 중앙대의
경우, 외국어강의를 녹화하여 강의법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잘가르치는’ 대학의 사례를
보면 외국어강좌의 규모가 25인 안팎으로 종소규모의 강좌가 많다. 이런 소규모 강좌에서 활발한
의사소통이 좋은 외국어교육의 전제가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재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다인수강좌를 유지하고 있다. 다인수학급에서 효과적인 외국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법 개발과 적극적인 교수매체의 활용이 시급하다.
학생들의 동기부여와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모의토익, 각종 지원 및 혜택, 인증제 등 대학차원의
제도적 장치도 교수법 못지 않게 중요하다. 계명대는 계명모의토익 응시를 모든 재학생으로 확대
적용하여 매학기 1회 이상의 실전 토익 응시 경험 제공하고 있고 개인별 성적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적절한 수준의 외국어 강좌 수강을 지도하고 있다. 서울여대는 초･중급학습자에 대해
온라인 보충학습, 영어 글쓰기 자동 및 수동 첨삭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어능력 인증제는 건양대, 계명대, 한밭대, 광운대, 성균관대 등 많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제도적 차원의 지원은 대학의 여러 자원을 소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들의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좋은 외국어교육은 단지 외국어를 담당한 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다. 교내의 여러기구와
조직의 협력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해 대학내 여러
기구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대학의 실정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현지 문화체험과 다문화 마인드의 확산
국내의 많은 대학이 해외 대학과 제휴하여 있으며 교환학생제도나 학점교류제도를 가지고 있다.

31

학생들이 목표어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에 실제로 생활하거나 외국학생과 직접 의사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득할 수 있다.
많은 대학에서 비교과프로그램으로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해외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통합적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지 전문가 강의, 문화현장
체험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생들을 파견할 해외파트너 기관을 선정하여 협정을 체결한 후
학생을 선발․파견하고 있다. 울산대학교는 교양교육과정에 문화체험을 설치하여 외국어 학습과
문화체험을 연계하는 연계형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광운대학교의 경우, 제 2외국어인증제를
실시하고 제2외국어강좌 이문화(異文化)필드 체험프로그램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1년부터
일본 분쿄가쿠인대학 연수생을 받아 본교생의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지원, 교양일본어 강좌의
교육조교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효과가 크지만 비교과과정으로 이루어져 관리가
어렵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는 한계가 있다. 선발되는 경우 해당학생에게는 특혜로
인식되고 있으며, 확산 및 환류를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언어나 대학도 영어와
영어권

대학에

국한되어

다문화적

글로벌역량을

갖추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지문화체험을 영어권 외로 다각화할뿐만 아니라, 참여인원수를 늘리고 환류를 강화하여 교내에
글로벌 마인드를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창동 (2012). 한국의 대학 교양교육의 현황과 특징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8(2).
ACE 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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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속지 컬러 필요)

제1분과
의사소통 능력 함양 외국어교육
순헌관 318호
발표(영어)
시간

좌장: 이은주 (이화여대)

논문 제목 및 발표자

사회자

영어교실의 레크레이션
10:00 – 10:25

10:30 – 10:55

김경철(조치원명동초)
비평적 글쓰기 수업에 적용된 거꾸로 수업
김현주(단국대)

고정민
(성신여대)

원은석
(목원대)

이해중심 수업과 발화중심 수업이 한국초등학생의 어휘학습에 주는
11:00 – 11:25

효과 비교연구
안미숙•강동호(서울과기대)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연어학습에서 과업관여도의 역할

11:30 – 11:55

한은경(한국외대)
발표(중국어)

16:15 - 16:40

최현미(장안대)
비즈니스 중국어 대화분석
이금희(인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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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애진
(숙명여대)

좌장: 이재돈 (이화여대)

인지문법의 관점으로 살펴본 한국학생 양태동사 누락 오류 양상과 교육적 방안

16:45 – 17:10

이상민
(경희대)

송미령
(서일대)
김정은
(고려사이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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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실의 레크레이션

김경철(조치원명동초등학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적,

인성적,

신체적

활동이

가능한

레크레이션을 초등영어에 접목하려는 노력을 했다. 본 연구를 위해서 학년별 교과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분석하여 목록화하고 지적 영역, 인성적 영역, 신체적 영역으로 나누어 다양한 의사소통
레크레이션 활동을 구성했다. 기존의 레크레이션 활동을

언어활동에 접목한 경우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활동을 다시 만들었다. 개발한 활동들을 청주소재 교원양성 대학의 교생실습 대상 교사들이
초등영어 수업공개에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에 적용했다. 수업 내용은 녹화하여
과제의 집중도와 수업 분위기 분석을 위해 사용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첫째, 학생들이 즐겁고 자연스러운 인지적, 인성적, 신체적 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수업의
분위기 향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영어교과서의 과다한 부록, 카드놀이
편중, 부록 사용 후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 및 준비하는 번거로움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소속(언어): 조치원명동초(영어)
이메일 주소: kchulk@hanmir.com
주요연구분야: 초등영어 교수법, ICT,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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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적 글쓰기 수업에 적용된 거꾸로 수업

김현주(단국대학교)

IT 기술의 발달로 출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영어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스마트(SMART: Self-directed, Motivated, Adaptive, Resource
enriched,

Technology

embedded)

교육을

이끌기

위한

방법으로서

플립드

클래스룸(flipped

classrooms)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이 대학 영어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언어적·정의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플립드 클래스룸은 학습자들에게 교실 밖에서 개념을 배울 수 있도록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교실 안에서는 배운 개념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을 받도록
하는 방식의 교수·학습방법이다(Warter-Perez & Dong, 2012). 즉, 학습자는 수용자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교사는 지식전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습의 멘토
또는 조력자로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방향을 꾀하게 된다(정필수, 2012). 본 연구자는 현재
A대학 영어영문학과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영어 비평적 글쓰기’ 수업을 수강한 2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플립드 클래스룸을 진행하였다. 수강생 대부분은 20대 초반으로 영어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수업 방식은 기존의 교사중심이 아닌 학생중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수업 전에 5-10분간의 간단한 동영상을 보고 수업 준비를 한 후 수업
시간에는 동영상 내용에 대한 토론 및 발표를 통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토론 및
발표 후 이루어진 글쓰기에 대해서는 교사평가뿐만 아니라 동료평가도 이루어져 학습자는 학습 및
평가의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학습에 대한 참여도 및 흥미도와 같은 교육적 효과 또한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언어적, 정의적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학습자 인터뷰, 학습내용 관찰
결과에 따르면, 수업 전 학습활동으로 사용된 활동 중, YouTube를 보고 학습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이 학습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흥미로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 후에는 동료 및 교사
피드백을 통한 자기성찰과정으로 성찰일지를 쓰는 활동이 본 영어 수업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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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교사중심의 강의식 수업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중심의 토론 및 발표를 활용한
수업방식은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향상시키며, 정형화된 교과 지식 중심이 아닌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플립드 클래스룸 글쓰기 수업 모형은 현 스마트 세대에 맞는
혁신적인 글쓰기 수업을 운영하는 데 큰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글쓰기 수업 외에 또는
타 교과에서도 플립드 클래스룸 교수·학습방법이 긍정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소속(언어): 단국대학교 (영어)
이메일 주소: hyunjuk@gmail.com
주요연구분야: 영어평가 및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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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중심 수업과 발화중심 수업이
한국초등학생의 어휘학습에 주는 효과 비교연구

안미숙·강동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본 연구는 초등영어교육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하여 이해위주와
발화위주의 게임을 활용하여 두 가지 교수법을 비교, 이러한 수업이 외국어 어휘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는데 있다.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 과제는 첫째, 이해와 발화중심의 수업이 어휘학습에 주는 효과, 둘째,
이해와

발화중심의

수업이

어휘이해능력에

주는

효과,

셋째,

이해와

발화중심의

수업이

어휘발화능력에 주는 효과, 넷째, 이해와 발화중심의 수업이 수준별(상·하위) 집단에 주는 차이점,
다섯째, 이해와 발화중심의 수업이 성별(남·여) 집단에 주는 차이점을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 비슷한
레벨의 1, 2, 3학년 24명 1반을 대상으로 이해와 발화중심의 수업을 각각 2주간 주4회 하였으며,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이해와 발화중심수업과 외국어 어휘 학습 향상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두 가지 교수법이 어휘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론이다. 두 가지 교수법 모두 외국어 어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해중심 수업은 어휘 이해 능력 향상에, 발화중심 수업은 어휘 발화 능력 향상에 효과적
이었다.
둘째, 두 가지 교수법이 상·하위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론이다. 상위집단의 경우
이해중심 수업은 어휘 이해 능력 향상에, 발화중심 수업은 어휘 발화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하위집단의 경우 이해와 발화중심 수업 모두 어휘 이해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즉, 상위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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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어휘 이해 능력에는 이해중심 수업이, 어휘 발화 능력에는 발화중심 수업이 효과적이며
하위그룹의 경우 두 가지 교수법을 활용하여 어휘 이해 능력을 향상시켜준 후 어휘 발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두 가지 교수법이 남·여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론이다. 남학생의 경우 어휘 이해
능력 향상에는 두 가지 교수법이 모두 효과적이며 어휘 발화 능력 향상에는 발화중심 수업이
효과적 이었다. 여학생의 경우 어휘 이해 능력 향상에는 이해중심 수업이, 어휘 발화 능력 향상에는
발화중심 수업이 효과적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을 위하여 어휘 이해 능력 향상에는 이해중심 교수법을, 어휘 발화 능력 향상에는
발화중심 교수법이 효과적인데 특히 수준별 학습 시에 상위그룹 학생들은 어휘 이해 능력 향상에
이해중심 교수법을, 어휘 발화 능력 향상에는 발화중심 교수법이 효과적이며 하위그룹 학생들은
충분한 어휘 이해 능력을 길러주고 어휘 발화 학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남학생의
경우 어휘 발화 능력 향상에는 발화중심 교수법을, 어휘 이해 능력 향상에는 이해와 발화중심
교수법 모두 효과적이다. 여학생의 경우 어휘 이해 능력 향상에는 이해중심 교수법을, 어휘 발화
능력 향상에는 발화중심 교수법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한쪽 교수법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교수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어휘 학습에 효과적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할 것이다.

이름: 안미숙 (영어)
소속(언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메일 주소: misookahn74@hotmail.com
주요연구분야: 영어교수법

이름: 강동호 (영어)
소속(언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메일 주소: dh14kang@seoultech.ac.kr
주요연구분야: 제2언어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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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Task-induced Involvement Load on L2 Collocation Acquisition
by EFL Korean Learners
Eun-kyung Han (HUFS)

1.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larify the effectiveness of pedagogic tasks in terms of students’
involvement on the tasks. Suggested by Laufer and Hulstijn (2001), involvement load hypothesis
claims that learning of new words while completing tasks depends on the degree of cognitive
process induced by tasks themselves. Based on this hypothesis,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task-induced involvement load on students’ collocation learning by comparing the initial learning
and retention of target collocations.
2. Research Questions

There are two main research questions in the study.
1. Do the levels of task-induced involvement load affect the learning and retention of collocations
of EFL learners from different proficiency levels?
2. Will the two tasks with same levels of involvement lead the same amount of collocation
learning and retention by EFL learners?

3. Research Methods

Participants: Around 130 EFL Korean students from four intact classes in tenth grade were
participated in the study, but only 112 students completed all the procedures. They know
average 20 words in 2000 levels of Vocabulary Levels Tests (Schmitt et al, 2001).
Instruments: Three experiments with different target collocations (8, 8, 10, respectively)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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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task-induced involvement load on collocation learning. The
researcher consulted AntConc(Anthony, 2010) to extract collocations from the text. Then, target
collocations were selected by testing four intact classes. Students in each intact class were
randomly divided into four task groups: reading comprehension with glossing(Task 1, load=1),
reading comprehension with glossing + gap filling(Task 2, load=2), reading comprehension with
glossing + L2->L1 translation(Task 3, load=2), reading comprehension with glossing + writing
original L2 sentence(Task 4, load=3). Before the experiment, the subjects were asked to have
collocation test (meaning recall test), and immediate after they completed the task, they were
asked to have immediate posttest, which consisted of same target items as pretest. Delayed
posttest was administered after two weeks. All the tests were scored by the researcher, and one
week after the first scoring, she reviewed the scoring. Then the scores were analyzed by SPSS
22.0 for each 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was run on the scores to calculate mean
scores and standard deviations, and independent-samples t-test was employed to compare the
pretest and posttest means across groups.

4. Findings and Pedagogical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ree experiments partially answered the research question 1, which asked whether
the different levels of task-induced involvement load affect the degree of immediate collocation
learning and retention. Though it had not been statistically supported, arithmetic calculation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gained over one to three new collocations after completing tasks.
Only task 2 in Experiment 1 partially supported the involvement load hypothesis that claims tasks
with higher degree of involvement load promotes vocabulary learning more effectively (Hulstijn &
Laufer, 2001). The results of three experiments also examined whether two tasks with same
involvement load similarly affect the initial learning and retention. Theoretically, task 2
(Gap-filling) and task 3 (L2->L1 translation) have same involvement load components, +Need(1),
-Search(0), and +Evaluation(1). These two different tasks with the same involvement load yielded
similar vocabulary gain as Kim(2008) confirmed in her study. For the learning and retention of
unknown words, designing productive tasks and finding appropriate tasks seem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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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문법의 관점으로 살펴본
한국학생 양태동사 누락 오류 양상과 교육적 방안

최현미(장안대학교)

문장을 통해 발현되는 핵심 사건에 대해 화자의 주관적 의지, 추측, 당위성 등의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가진

중국어

양태동사(Modal

Auxiliaries)

용법은

중국어를

배우는

초급

단계에서부터 다루어지는 필수 어법 항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 양태동사는 그 수가
비슷한 기능을 지닌 영어의 조동사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많을 뿐 아니라 각각의 양태동사도
다양한 의미 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고급 단계에 이르러서도 완벽하게 습득하기 어려운 난점을 지닌
어법 항목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교육 학계에서는 양태동사와 관련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유형을 살펴보면 (1) 특정 국적 학생의 양태동사 오류
분석 연구 ; (2) 양태동사 관련 교수법 연구 ; (3) 두 언어 간 양태동사 의미 기능 대비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특정 국적 학생의 양태동사 오류 분석 연구는 중국어 교육 학계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 분야라 볼 수 있다.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류분석
연구는 중국과 국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루어진 연구 유형을
살펴보면 특정 양태동사를 대상으로 양태동사 간 사용상의 혼용에 대한 오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대표적 오류 유형인 혼용, 대체, 첨가, 누락, 어순오류 가운데 혼용
오류가 가장 높은 비율로 관찰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 유형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깊이 다루어지지 않은 양태동사의 누락 오류에 연구 범위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 李遐(2011)의 연구에 의하면 혼용 오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오류 비율을 보이는 것이 누락 오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며, 두 번째, 양태동사는 화자의 주관적 의미를 문장에 부여하는 기능이 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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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실 그 출현이 다른 동사 유형에 비해 수의성(隨意性)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所以他不可能说汉语(그래서 그는 중국어를 말할 리가 없어요)”라는 문장만을 볼 때는 어떤
문법적 오류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장 앞에 ‘他’ 라는 문장 주어가 중국어를 배워
본적이

없다는

배경이

설정됐을

경우(他没学过汉语)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고

“所以他不可能會说汉语(그래서 그는 중국어를 말할 줄 알 리가 없어요)”와 같이 문장에 양태동사
‘會’를 첨가해야만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국어 양태동사 누락
오류는 다른 오류 유형에 비해 판별하기 어렵다는 난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양태동사의 여부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정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양태동사 누락 오류에 대한 분석은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 학생의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본고는 특히 이러한 양태동사 누락 오류 양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기존의 형식주의 문법의
관점에서 양태동사의 여러 의미 항목을 나열하여 분석하는 방법에서 벗어나 인지문법에 근거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보다 더 의미중심적인 분석을 통해 학습자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오류
양상을 도출해 내고 이러한 누락 오류를 경감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까지 제안해 보고자 한다.

소속(언어): 장안대학교 (중국어)
이메일 주소: chmoly@naver.com
주요연구분야: 중국어문법 및 중국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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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중국어 대화 분석

이금희(인덕대학교)

비즈니스

중국어의

교육은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의사소통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언어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비즈니스 중국어 교재의
대화자료를 분석하여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용되는 중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알아보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사회ž문화적 요소를 조명하여 비즈니스 중국어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비즈니스 중국어 대화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비즈니스 중국어의 화용적 측면에서의 목적은 비즈니스 활동에서 중국어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휘, 어법, 구문에 대한 이해 이외에도 사회교제기능이나 비즈니스
활동능력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화용적 전제의 기본 특징인 공유성, 함축성, 적절성이 비즈니스 각 업무단계에서 적절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셋째, 비즈니스 과정에서의 언어는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거래적인 목적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상호작용적인 목적이 작용하는데 특히 상호작용적 목적으로 사용될 때 중요한
개념인 예의와 협력이 비즈니스 과정에서는 중국어 담화가 상호작용적인 목적이 강조될수록 예의
규칙의 이행이 중요하다.
비즈니스 중국어는 비즈니스 업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기초로 한 커뮤니케이션 목적을
이루어야 하므로 대화에서 더욱 복잡한 화용적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중국어 특징, 중국인의
사고방식과 생활습관,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고 이에 따른 학습방법과 교수법에 대한
새로운 제시를 해야 한다.

45

소속(언어): 인덕대학교 (중국어)
이메일 주소: francais1125@daum.net
주요연구분야: 어법,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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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속지 컬러 필요)

제2분과
협동학습을 통한 외국어 교육

순헌관 319호
발표(일본어)
시간

좌장: 김경혜(인천대)

논문 제목 및 발표자

사회자

협동학습을 통한 외국어교육 사례
10:00 – 10:25

강영부(경희대)

박해환
(숙명여대)

협동학습은 일본어 발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촉진시키는가?: “권위
10:30 – 10:55

적인 말”에서 “내적 설득력이 있는 말”로의 이행과정 분석을 통해

한선희
(상명대)

방현희 (국사관대)
교양 일본어수업의 교실활동 개선을 위한 연구: 협동학습을 통한 교류
11:00 – 11:25

조은영

와 소통을 중심으로

(계명문화대)
신은진(명지대)
주니어 일본어 교재의 대화문 상황요소 분석

11:30 – 11:55

박정원(상명대)
발표(한국어)

좌장: 이미혜(이화여대)

언어권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절 구성에 대한 연구
16:15 - 16:40

한송화(연세대)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 평가에서 상황 맥락에 관한 연구

16:45 – 17:10

국지수(상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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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호시 가즈야
(상명대)

김유미
(경희대)
김은경
(상명대)

48

협동학습을 통한 외국어교육 사례

강영부(경희대학교)

1. 협동학습과 Peer Learning
1.1. 협동학습(Jack C.Richards and Theodore S.Rodgers,2001)
협동학습이란

두

사람의

짝(pair)

또는

소그룹에

의한

협동활동을

최대한으로

살린

접근법(approach)이다. (Olsen and Kagan, 1992)
협동학습이란 체계화된 그룹학습활동이다. 학습자는 그룹 내에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방법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 이 활동에서는 학습자 각각이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갖고 다른 사람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다.
1.2. Peer Learning(舘岡洋子Yoko Tateoka, 2007)
문자 그대로 peer(동료)와 배운다(learn)는 뜻을 나타내며, 대화를 통해서 학습자끼리 서로 능력을
발휘해서 협력하면서 배우는 학습방법이다. Peer Learning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협동’ 즉
사람과 사람이 서로 노력하고 협력해서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일이다.
1.2.1. 협동학습과 Peer Learning의 차이
협동(적)학습: 협동에 의한 학습 전반을 가리킴.
Peer Learning : 협동(적)학습 중 상대가 동료(classmate)인 경우에 한정해서 특히 교육장면에서의
학습을 상정하고 있음. Peer Readying, Peer Respons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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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Peer Learning의 목적
좁은 의미: 독해나 작문 등의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그러한 기능(skill)을 향상시키는 것.
넓은 의미: 동료들과의 학습을 통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자신의 생각을 검토하고 시야를
넓혀 자신을 발견해나가는 것.
1.2.3. Peer Learning의 배경
‘지식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학습이란 학습자 자신이 지식을 구축해가는 과정이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구조주의적 사고에 바탕을 둔다.
1.2.4. 일본어교육에 있어서의 언어교육관의 변화
학습자에게 언어구조를 중심으로 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언어의 원리)
↓
학습자가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교수법)
↓
학습자가 스스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일본어를 사용하고 또 일본어를 자율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학습자의 학습법과 그에 대한 지원)
1.2.5. Peer Learning의 특징
a. 학습자간에 학습’과정’을 ‘공유’한다는 것. 학습의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다룬다는 점.
b. 대상과 자기와 다른 동료 각각에 대해서 배우면서 다른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촉진시키면서 자기의 내성(內省)을 배워간다는 점.
c. Peer Learning에 있어서의 교실은 교실이라는 사회 속에서 다른 학습자들과 같이 다양한
실제적인 문제를 협력해서 해결해나가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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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학습을 활용한 수업사례
이야기 교재를 통한 협동학습(일본어표현문법-담화중심의 문법교육)
a. 협동학습만으로 수업진행
b. 거꾸로 수업에서 오프라인 수업에서 협동학습으로 수업진행
여기서는 a.를 도입해서 진행. (온라인, 오프라인 격주로)
온라인-교재에서 다루는 이야기 해설. 이야기에 나오는 여러 표현에 대한 해설. 낭독과제.
오프라인-협동학습을 통한 스토리 라이팅, 스토리 텔링 연습.

이야기 내용의 선택과 효과
(1)일본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문학작품), 일본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일본인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이야기,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등.
가구야 공주, 거미줄, 달려라 메로스, 코, 다카세 나룻배, 은혜 갚은 학, 설녀, 행복한 왕자…. 등
가능하면 레벨별로 되어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아루쿠에서 출판된 ‘레벨별 일본어 다독
라이브러리’를 교재로 사용했다.
(2)좋은(교훈적인) 이야기 내용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야기책을 수업에서 활용하는
것은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
(3)목표언어의 문화를 익히고 그 문화에 맞는 사고방식으로 문장을 이어가는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그 문화에 대한 상식도 늘어난다.
(4)흥미있는 책을 읽고 스토리라이팅, 스토리텔링 연습을 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작문하고 이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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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키울 수 있다. 즉, 언어구사능력(작문, 회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된다. 좋은 작문도 교사의
첨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독(좋은 책을 많이 읽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실험결과). 이 방법은 학생의 개인적인 작문을 가지고 peer response를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학생들은 모두 다른 학생이 쓴 내용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peer
response를 하게 된다. 이 작업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배워서 알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스토리전개가 제대로 됐는지 peer response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협동학습을 통해서
작문을 해나가기 때문에 작문과 peer response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점도 있다.
(5)조별로

스토리라이팅

릴레이를

통해서

독해능력과

작문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으며,

스토리텔링 릴레이를 통해서 청해능력과 회화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학습자의
오용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라이팅 릴레이의 경우는 peer response를 겸해서 할
수도 있다.
(6)협동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 즉,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배우는
것이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다. 기억하기 쉽다. (실험결과)
(7)조는 학생이 없다. 소속감과 책임감 때문에 결석하는 학생이 줄어든다.
(8)온라인에서는 교수(강의, 확인)-튜터(코멘트)-학생(노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
강의 노트에 대해서 포상을 줌으로써 온라인 강의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게임화)
강의 노트에 대한 튜터의 코멘트도 자신의 노트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 외에 협동학습을 통해서 인형극, 역할극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3. 마무리
외국어수업 방법에 있어서 언어지식 전달을 중심으로 한 수업방법(강의)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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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의논하면서 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수업방법(협동학습)도 중요하다. 협동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언어지식을 습득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자신의 생각을
검토하고 시야를 넓혀 자신을 발견해나간다는 여러 장점들이 있다. 본 발표에서는 한가지
수업사례를 소개했지만 협동학습을 외국어교육에 어떻게 적용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야 할 일들이 많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거꾸로 수업에서도 오프라인(교실)에서
협동학습을 적용시키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실험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이러한 협동학습의 여러 사례들을 모아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모색해보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협동학습을 하는 경우의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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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학습은 일본어 발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촉진시키는가?-“권위적인
말”에서 “내적 설득력이 있는 말”로의 이행과정 분석을 통해-

방현희(국사관대학교)

일본어의「ザ行[ʣ][z]」음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습득하기 어려운 발음 중의 하나이다. 한국어
화자에 의한 일본어의「ザ行[ʣ][z]」음은 구개음화의 경향이 강해 생성이 어렵고, 「ザ行[ʣ][z]」음과
「ジャ行[ʥ]」음의 구분도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司空煥2005). 이러한 발음을 적절히 생성하게 하기
위해 교사는 모국어 화자의 발음을 모델로 제시하여 모방하게 하거나 조음점과 조음법등을
설명하여 적절한 발음생성을 유도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학습자가 발음생성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습자에 따라서는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河野, 2009). 발음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원래 발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교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한다고 해도 적절한 발음 생성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小河原2009, 河野 2014). 바꾸어 말하면, 학습자가 발음생성 과정을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교사나

교재의

설명(“권위적인

말”,

바흐친1998)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내적 설득력이 있는 말”, 바흐친1998)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적절한 발음생성이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연구목적
JSL환경의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협동학습을

통해

일본어의「ザ行[ʣ][z]」음과

「ジャ行[ʥ]」음을 어떻게 이해해가는 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은 동경소재 여자대학에서 일본어 회화 수업을 수강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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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이다. 수업은 테마별 회화 연습과 그룹 토론을 통해 자신의 발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는 피어 모니터링 활동(房2010)을 통해 일본어
발음을 학습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피어 모니터링 활동은 1)최소 대립쌍을 이용한 듣기 퀴즈를
통해 자신의 발음 체크, 2)교실 밖에서 개별적으로 교재와 음성 자료로 학습하며 학습일기 작성,
3)개별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그룹별 토론, 4)교실 밖에서 토론 내용을 검토하는 복습,
5)토론

내용과

음성학적

지식을

통합하는

교사

피드백

순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자료로

「ザ行[ʣ][z]」음과 「ジャ行[ʥ]」을 학습한 3개 그룹의 토론 내용을 녹음하여 문자화한 자료와
학습자가 작성한 학습일기를 사용했다. 바흐친의 “내적 설득력이 있는 말”을 분석 관점으로 하여
토론 내용을 시계열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교육적 시사
분석 결과, 학습자가 각각의 음을 비교 분석하며 자기 자신의 말로 설명해 가는 과정을 통해
발음생성 과정을 능동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한국어나 외국어 학습경험, 일상
생활에서 얻은 경험이나 감각등 학습자 고유의 시점에서 조음점과 조음법을 설명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다른 학습자들에게 “내적 설득력이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권위적인
말”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서로의 시점의 불일치를 대화를 통해 음미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설명을 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그룹 구성원들의 일본어 발음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언어): 국사관대학교 (일본어)
이메일 주소: hh9518@yahoo.co.jp
주요연구분야: 교수법, 음성 교육, 교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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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일본어수업의 교실활동 개선을 위한 연구
-협동학습을 통한 교류와 소통을 중심으로-

신은진(명지대학교)

현재 국내 대학교 교양수업으로서의 “일본어”는 제2외국어 환경 변화에 의한 수강자 감소와
직면하고 있으나 수강자의 기학습도는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학습도구, 학습동기, 목적 등은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육･학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일본어 수업
교실활동으로 협동학습 형태의 하나인 그룹활동을 제시하였다.

1. 연구목적: 국내 대학교 교양 일본어수업의 교실활동을 통한 수업 개선
2. 연구방법
1) 학습자 중심의 수업설계, 니즈(학습요구) 조사
2) 학습자 대상 수업만족도･학습성취도 설문조사 및 인터뷰
3. 결과
협동을 통한 학습자주도 그룹활동은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소통과 교류로 일본어 학습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도를 높여준다. 반면 수업설계 및 운영에 관한 교수자의 부담도 증가한다.
일본어교육현장에 교수자간 협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속(언어): 명지대학교 (일본어)
이메일 주소: shineunjin.kr@gmail.com
주요연구분야: 일본어교육, 학습자중심 수업 설계, 교실활동, 교사간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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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일본어 교재의 대화문 상황요소 분석

박정원(상명대학교)

본고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주니어 일본어 교재(8종)의 대화문 683개 문장을 6가지
상황요소(대화자의 관계, 대화 장소, 대화 시간, 대화 내용, 대화 행위, 대화 참여자 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기존연구에서는 교재에서 나타난 대화문을 의사소통 기능으로 분석해
왔으나,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본인과 실제 대화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교재의 상황에서 학습한 일본어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재의 대화문 상황요소는 학습자의 의사소통에 있어 실제로 일어나거나 일어날 상황을
대비하여 연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니어 일본어 교재(8종)의 대화문을 6가지
상황요소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화자의 관계에서는 대화문 전체 683개에서 공(公)적인 관계는 96개, 사(私)적인 관계는 587개로
나타났다.

공(公)적인

관계의

종류를

살펴보면,‘손님-점원’과의

관계가

44개(45.83%)로

,

사(私)적인 관계에서는‘친구-친구’와의 관계가 506개(86.20%)로 나타났다.
2) 대화 장소는 실외는 77개, 실내는 454개, 기타는 152개로 나타났다. 실외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장소는‘길거리 52개(67.53%)’와 실내에서는‘교실 272개(59.91%)’으로 주니어 학습자들이 자주
오가는 등·하굣길에서의‘길거리’와‘교실’에서의 상황이 주를 이루었다.
3) 대화 시간은‘오전 21개’,‘오후 47개’,‘저녁 4개’, 시간대를 알 수 없는‘기타 611개’으로
나타났다.
4) 대화 내용은 주로 장소나 위치, 시간, 상대방의 연락처(전화번호), 가족관계, 나이, 생일을 묻고
답하는‘정보생활 347개(50.81%)’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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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화 행위는 간단히 묻고 답할 수 있는‘정보전달(질문-대답)이 502개(73.50%)’으로 나타났다.
6) 대화 참여자 수는‘A-B(2인)’이 677개(99.12%)으로 나타났다.

소속(언어): 상명대학교 (일본어)
이메일 주소: jwsogood@hanmail.net
주요연구분야: 일본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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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권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절 구성에 대한 연구

한송화(연세대학교)
1. 서론
한국어교육에서 관형절 교수는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육의 초기인 초급에서 이루어지는 문법 범주로
서, 관형사형 어미 ‘-은/는, -을, -던’의 교수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내포문을 명사절,
관형절, 인용절, 부사절, 서술절로 보고 있는데, 이들 내포문 중 관형절은 가장 초기에 교수되고 있
는 것이다. 한국어의 관형절은 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은/는, -을, -던’을 붙여서 이루어지는데, 이
들 관형사형 어미가 문장의 시제나 상, 그리고 문장의 술어인 용언의 품사와 관련되므로 한국어 학
습자에게는 관형절 구성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들의 관형
절 구성은 학습자의 언어권에 따라 난도의 인식이 다를 것이며 이에 따라 학습자의 오류 생산 양상
도 다를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권에 따른 관형절 구
성 양상과 오류 양상을 살펴보아 학습자의 언어권과 문장 구성 간의 관련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2. 한국어 관형절

한국어의 관형절은 관형절 내의 생략된 성분과 머리명사가 동일 지시되는 관계관형절과 관형절이
머리명사의 내용절을 이루는 동격관형절로 구분된다. 이러한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의 차이로 임
지룡 외(2005)에서는 관형절의 필수성과 수의성 여부로 구분하고 있으며, 남기심·고영근(1985/2005)
에서는 관형절 내 성분의 생략 여부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익섭·입홍빈(1996:270)에서는 관형
절과 머리명사의 통사론적 관련성 여부에 따라 관계절과 명사구 보문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또 관
형절의 의미 기능에 따라 오준규(1971)에서는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을 구분하였다. 즉
제한적 관계절이란 머리명사가 특정적이거나 한정적인 관계절이며, 비제한적 관계절은 머리명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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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정적이고 비제한적인 관계절을 말한다. 또 이필영(1981)에서는 머리명사의 지시성에 따라 제한
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을 구분하였다. 즉 머리명사가 지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비제한적 관
계절이며, 지시성이 없는 경우에는 제한적 관계절이라는 것이다. 황병순(2003)에서는 이를 비한정
관형절, 한정 관형절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관형절의 의미 기능과 관련한 논의 외에도 관형절과
의존명사 혹은 일반명사와의 문법화와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져 이러한 관형절을 접속명사구(우형식,
1996), 연결어미 상당의 명사구 보문 구성(채숙희, 2002), 접속 관형절 구성(배진영, 2002) 등으로 언급
하고 이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 왔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한송화(2015)에서는 한국어의 관형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 바 있다.

(1) 한국어 관형절
a. 수식 기능 관형절
a-1. 관계관형절
a-2. 동격관형절
a-3. 관형구
b. 비수식 기능 관형절
b-1. 준명사절 형성
b-2. 문장연결형
b-3. 연결형

그리고 수식 기능 관형절 중 관계관형절은 관계절 내의 문장성분과 머리명사와의 관계에 따라 분류
할 수 있으며, 관형절의 머리명사와의 의미 관계에 따라 제한적 관계절과 비제한적 관계절로 구분
할 수 있을 것이다.

(2)a. 제한적 관형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이다.
미신은 비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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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제한적 관형절: 나는 한국에서 만난 친구와 여행을 갔다.
한번은 버스에 지갑을 놓고 내렸던 일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권에 따라 위에 분류한 관형절 양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는지 이의 등급별, 언어권별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3. 언어권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절 사용 양상

본 연구에서 살핀 한국어 학습자 작문은 지난 2011년 구축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말뭉치>에서
각 언어권과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작문을 추출하여 구성하였으며, 언어권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었
다. 중국어권 학습자가 다른 언어권 사용자에 비해 정확성이 다소 부족하였으며, 관계관형절 구성에
있어서 머리명사가 내포문의 목적어인 경우가 주어인 경우보다 다소 많이 출현하여, 한국어 학습자
는 내포문의 성분이 목적어인 경우 더 관계절화를 잘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학습자가 산출한 언어 자료는 학습자의 언어 학습과 습득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한 단면이 된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의 복문 사용 양상 중 내포문의 사용 양상은 학습자의 숙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절 사용 양상을 살펴보
았다.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절은 머리명사의 수식 기능의 전형적인 관형절 외에도 후행하는 머리명
사와 결합하여 문법화하여 문장 연결 기능이나 양태 기능, 혹은 명사절과 유사하게 기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관형절 중 수식 기능을 하는 관형절을 중심으로 일본어권과 중국어권 한
국어 학습자의 관형절 형성 양상을 살펴보았다. 일본어권이나 중국어권 학습자는 이미 한송화(2015)
에서의 영어권 학습자의 사용과 동일하게 등급이 올라가면서 수식 기능의 관형절 사용도 함께 많아
지고 있다. 그리고 관계관형절 내 명사구의 기능은 전체적으로는 주어가 목적어인 경우보다 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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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초급에서는 관계관형절 내 명사구 기능이 목적어인 경우가 주어인 경
우보다 우세하게 나타나, 관계절 내 명사구 기능이 주어일수록 습득이 용이하다는 명사구 접근 가
능성 위계 가설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모문 내 머리명사의 기능은 초급일수록
주어가 목적어나 다른 문장성분보다 우세하게 나타나 모문 내 머리명사의 기능이 주어인 경우가 더
쉽게 습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초급에서부터 많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는 관계관형절과는
달리 동격관형절은 중급 이후에 나타나고 고급 단계에서 많이 사용됨을 볼 때 이는 중급 이후 습득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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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언어): 연세대학교 (한국어)
이메일 주소: hansh@yonsei.ac.kr
주요연구분야: 한국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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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 평가에서 상황 맥락에 관한 연구

국지수(상명대학교)

최근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어교육도 더불어 국내외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군 및 학습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학문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습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학습자들의 실질적인 학업 수행 능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교수자들이 체감하는 교수에 대한 어려움이 매우 크며, 학습자들도
학업 수행 시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학업에 흥미를 잃거나 유학을 포기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각 대학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분야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
평가의 환류 효과(washback effect)가 교육과정 개발과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차별화된 평가가 없다는 것은 여전히 큰 문제이다.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표준화된 평가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있다. 이 평가는 일반 목적
한국어의 숙달도 평가를 위한 것으로,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학업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교육적 처방을 내리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다. 또한 일반 목적 한국어 능력으로는
학문 목적의 맥락 상황에서 언어 수행 능력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학문 목적
학습자가 대학 진학 후 가장 일차적으로 접하는 기능은 듣기로 실제 대학(원)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업 수행 활동의 주요 기능은 강의 듣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듣기는 학습자들의 학업 수행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언어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학문 목적
듣기에서 강의 듣기나 토론, 발표 듣기는 가장 중심적이고 필수적인 언어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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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대학(원)에 입학과 함께 이와 같은 언어활동은 물론 전문적 전공 영역의 학업 수행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차별화된 듣기 평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우선 평가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담화 상황과 맥락을 기반으로 한 평가 과제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학문 목적 담화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담화 유형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특수 목적 외국어 평가 이론의 상황 맥락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학문적 담화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담화 유형을 세분화한 후 제시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 평가의 실제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소속(언어): 상명대학교 (한국어)
이메일 주소: jisookuk@smu.ac.kr
주요연구분야: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한국어 듣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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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속지 컬러 필요)

제3분과
창의 인성 교육을 위한 수업연구

순헌관 320호
발표(프랑스어 및 영어)
시간

좌장: 김해동(한국외대)

논문 제목 및 발표자

사회자

외국어 교육 담론과 한국의 인문학
정우향(서강대)

조지숙
(가천대)

이송(부산국제고)

김은정
(서울대)

김해동(한국외대)

변지현
(한남대)

10:00 – 10:25
창의·인성 교육을 실현하는 프랑스어 교수·학습 방법
10:30 – 10:55
영어 교사 훈련자의 예비 교사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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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이인섭(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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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는 과목과 이론 중심의 과목과의 비교를 통해서
조영남(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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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교육 담론과 한국의 인문학

정우향(서강대학교)

경쟁과 효율 위주로 움직여지는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 인문학 열풍은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다. 국문학의 고전연구나 철학과 역사학 등 대학의 각 인문학과들에서는 한국
사회의 대중들 사이에서 커져가는 인문학적 관심들에 부응하고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강좌들이나 저서들을 시도하고 있다. 외국어 교육은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로서의 인간과
문화와 언어, 의사소통 과정 등에 주목하는 분야이다. ‘인문학(humanities)’을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 분야라고 정의할 때, 외국어 교육의 이론과 주요 연구 대상들은 가장
인문학적인 여러 주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본 발표에서는 프랑스어 교육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 교수법의 내용들이 현 시대에 한국의 인문학 연구의 주요 주제들에 기여할 수 있는 담론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는 프랑스어 교수법의 역사를 고찰해보면서 외국어 교육학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언어관을 살펴본다. 특히 외국어 교육학자들과 현장의 교수자들이 탐구해 온 ‘의사소통 능력’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 자기 계발과 성공학, 화술 차원에서 피상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소통’에
관한 담론들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본다.
둘째로는 외국어 교육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교육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서 ‘문화’라는
광의의 개념이 외국어 교육학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어떻게 재정의 될 수 있는지 검토해본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어 학습과 병행되는 문화 교육은 다른 학문 분야에서 다루는 문화 교육의 범위와
어떠한 점에서 특이성을 가지며, 교육적 초점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논의해본다. 또한 외국어
교육이론들이 제시하는 문화 교육 방법론들과 문화에 대한 관점들이 글로벌시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모색해본다.
셋째로는 19세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국어 교수법 역사를 고찰해보면서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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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이론에서‘학습자(apprenant)’로서의

인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해보고자 한다. 외국어 교육과 관련된 실험 연구들에서 나이와 성별, 모국어나 문화적 배경과
학습동기 등의 항목으로 분석되는 ‘학습자 요인’이라는 차원이 아닌, 성인이 되어 모국어
문화와 다른 새로운 타 언어와 문화를 배워가며 평생 학습자로 살아가는 인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인간과

언어,

문화에

관한

심화된

태도와

관점을

확장시켜나가는

‘학습자’로서 제시될 수 있는 외국어 교육학의 인간관에 대해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외국어 교육학의 관점에서 인문학 연구의 주요한 주제인 ‘언어와 문화,
인간’에 관한 성찰을 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외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서 도출된
담론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교실 현장의 교수법적 방법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인문학 담론들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소속(언어): 서강대학교 (프랑스어)
이메일 주소: woohyang@daum.net
주요연구분야: 프랑스어 읽기 교육, 담화분석, 프랑스 문화 교육. 화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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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성 교육을 실현하는 프랑스어 교수·학습 방법

이송(부산국제고등학교)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인성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 교과교육에 있어서의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프랑스어 교육과 연계한 창의·인성
교육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한 연구는 이제까지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에서 제 2 외국어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프랑스어 교육에 있어서
창의·인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어 교육에
있어 창의성과 인성 교육의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 둘째, ‘유의미한 실재 과제’와 ‘협동
학습’을 활용하는 프랑스어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는 동시에 문용린(2010)의 연구에서 도출된
영어과 창의·인성 교육 요소를 준거로 프랑스어 교수·학습 모형을 평가할 것이다. 셋째, 교과교육
이외의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 프랑스어 동아리 활동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할 것이다.
창의·인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협동학습을 통한 유의미한 실재 과제 수행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어 교사는 프랑스어
교수·학습과 프랑스어 동아리 활동을 통한 창의·인성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창의·인성 요소가 수업 설계 초반에 고려되고 해당되는 창의·인성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둘째, 실재적인 과제 수행 모델은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창의·인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실제의 언어 사용 맥락에서 학습자가 유의미한 실재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은 학습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언어 사용의 필요성과 동기를 제공하여 교사-학생 및 학생-학생 간의 상호작용
기회를 증대시키고 결국은 확산적, 비판적, 은유적 사고력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협동학습 역시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창의·인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 학습자는 불안감과
소외감이 줄어들면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을 가지고 소집단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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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넷째, 프랑스어 동아리 활동은 교실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프랑스어 교수·학습 활동을 촉진시키고 창의·인성 발달에 보다 효과적이다.

소속: 부산국제고등학교 (프랑스어)
이메일 주소: angelaimo@naver.com
주요연구분야: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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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사 훈련자의 예비 교사에 대한 인식

김해동(한국외국어대학교)

본 발표는 해외 연수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예비 영어 교사들에 대한 해외 영어 교사
훈련자들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예비 영어 교사와 다른 나라 예비 영어 교사와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많은 교사 훈련 프로그램이나 관련 문헌이 원어민 교사
훈련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현황에 비추어, 본 발표는 우리나라 교사의 특징을 반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과거의 많은 연구들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교사들의 반응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발표는 교사 훈련을
실행하는 교사 훈련자들의 인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실행하였다: ‘우리나라 예비 영어 교사와 다른 나라 예비 영어 교사와의
차이점이 있는가?’ 조사 응답에는 미국의 San Diego State University 와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대학에서 영어 교사 훈련자로 있는 6명의 영어교육 전공 교수들이 참여 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이들을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 한 뒤 설문 및 직접 면담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교사로서의 일반적 특성, 영어 언어 능력, 교과 지식, 학생 이해력, 수업설계 능력,
학습환경 및 학급 운영력, 수업 실행 능력, 전문성 발달 정도, 교재 활용력, 문화 이해력 등을
포함하였다. 이들 내용은 교사 평가와 관련된 문헌 분석을 근거로 구성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위의 영어 교육 전공 교수들이 훈련 시켰던 우리나라 예비 영어 교사와 다른 나라의 예비 영어
교사와의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차이를 보였던 영역은 영어
언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 영역 이었다. 교사 훈련자들은 우리나라 예비 교사들이 다른 언어권
예비 교사들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어휘나 구문 구사능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예비 교사들은
동기가 높으며 여타 영역에 있어서 훈련 내용을 받아 들이고 숙지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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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교사 훈련 관련자 및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예비 교사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영어 예비교사의 경우 언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고양하고 이를 고려하는 훈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소속(언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
이메일 주소: khd@hufs.ac.kr
주요연구분야: 교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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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er’s Perception on the English Class in Middle Schools
Daekweon Bae (GNtech)

Educators need to ascertain the effectiveness of contemporary educational practices in
order to develop better educational models.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teaching practice can
either be confirmed by accomplished educational outcomes or be assumed by positive
perceptions of involved stakeholders. Learner and teacher’s perception can provide a meaningful
start point of educational innovation and the reciprocal relationships that relevant variables
reveal might shed light on the questions whether intended educational reform might improve the
contemporary educational pract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takes place in the mind of learners and
teachers when participating in the classroom activities. To figure out the effectiveness of English
language practices within the public school system, the perceptions of learners and teachers in
four middle schools, two in metropolitan cities and two in mid-sized cities respectively, were
examined and analyzed through a quantitative study framework. Teacher views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and learner views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As a result, the data of this study was collected by 1,876 students and 77 teachers.
This study examined the preference of participating learners in middle schools either on the
grammar class or on the conversation class. In addition, correl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regarding the learners’ perceptions and demographic variables. Lastly, this study dealt with the
factors affecting learners’ interest in the English class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erceptual differences that lie between learners and teachers also were investigat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Learners in middle schools showed
preference on the conversation class over the grammar class. Learners’ individual demographic
factors had statistically meaningful influence on the perceptional attitude of the English class.
The type of teaching and the school age of the learners were the common factors that gi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of the English class. Teachers who consider their class
size reasonable were likely to show higher degree of satisfaction on the English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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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일본어 수업 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의 가능성

조선영(배재대학교)

현대사회의 많은 문제는 인성에 기여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인성’에 관한 다양한 측면 중에서
특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며, 이는 또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대학 졸업생의 주요 스펙 중의 하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최근 많은 대학에서
인성교육에 관해 고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인성교육을 주요 수업목표로 하여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고는 있지만, 몇 개 과목을 수강하는 것만으로 인성이 함양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인성교육을 주요 수업 목표로 하지 않는
과목에서도 부차적인 효과로 인성교육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본 발표에서 대상으로 하는 과목은 교양 외국어 중 교양 일본어과목이며, 인성 교육을 위한 수업
설계방식과 수업 운용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교양 일본어 과목 중 기초일본어 과목과 중급 일본어
과목 각 1개 총 2개 과목을 대상으로 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도록 한다.
먼저 기초 일본어 과목에서는 기본 본문 문장을 함께 읽고 함께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협력할
수 있는 힘’의 함양 가능성을 살펴본다. 중급 일본어 과목에서는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보고 표현을
연습해 보는 과정에서 인성 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러한 가능성은 또한 교양 일본어 수업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어 온 학습자의 일본어
수준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도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보고자 한다.

소속(언어): 배재대학교 (일본어)
이메일 주소: huyuski@hanmail.net
주요연구분야: 일본어교육, 일본어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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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에서 일본어 몰입교육의 학습효과와 학습환경
－언어스킬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과 이론 중심의 과목과의 비교를 통해서－

조영남(고려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언어스킬 향상이 목적인 과목(예:회화, 독해)과 이론 중심의 과목(예:일본어학의
이해, 일본근현대문학의이해)에서 실시한 일본어몰입교육이 일본어 학습에 어떠한 효과가 보이는지,
또한 어떠한 학습환경이 필요한지 학생들의 의식조사를 통해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본어로 실시한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는 조사협력자 49명에게 일본어로 실시한 강의의 좋은 점,
개선해야 할 점,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기술하도록 하였다.
먼저 학습효과에 관한 결과인데 언어스킬 과목과 이론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일본어에 관한
능력향상과 일본어학습에 대한 의식향상이 제시되었다. 이론과목에서는 더 다양한 학습효과가
제시되었는데 학습프로세스의 의식향상, 교과내용 지식과 일본어에 관한 능력향상, 교과내용
지식향상, 교사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었다. 그에 반해 언어스킬 과목에서는 집중교육이라는
학습효과가 제시되었다.
언어스킬 과목과 이론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보인 학습환경은 교사, 대학시스템, 학습자와 관련된 키워드가
제시되었다. 특히 교사와 관련된 학습환경에 대한 내용이 많았는데 학생 수준에 맞게 수업이 운영되도록
다양한 강구책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었다. 대학시스템과 관련된 학습환경에서는 공통적으로 레벨 차를
조정하기이다. 언어스킬 과목에서 특징적인 점은 초급일본어와 같은 특정 수업을 부정하는 언급이 많은 반면에
이론과목에서는 기초과목에 대한 교육설계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상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과 개별적인
특징의 결과를 과목의 특성에 맞게 응용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몰입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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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언어): 고려대학교 (한국어)
이메일 주소: choyn@korea.ac.kr
주요연구분야: 일본어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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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속지 컬러 필요)

제4분과
글로벌 시민 의식 함양 교육

순헌관 322호
발표(영어 및 프랑스어)
시간

좌장: 심봉섭(서울대)

논문 제목 및 발표자

사회자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과학자들을 위한 영어 프레젠테이션 수
10:00 – 10:25

업개발
박선민(카이스트대)
외국어로서 프랑스어(FLE) 교재 읽기: 기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10:30 – 10:55

박동열(서울대)

김경석
(충북대)

김진하(서울대)

이경수
(상명대)

문법-번역 교수법의 갱신에 대해
11:00 – 11:25

김영미
(경희대)

문화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교육방안 제시: 프랑스에 거주하
11:30 – 11:55

는 한국학생 사례
장윤정(ELLIADD연구소, 프랑슈꽁떼 대학)

발표(한국어)

조병준
(인하대)

좌장: 강현화(연세대)

신문 제목으로 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재현 양상: <조선일보>, <경
16:15 - 16:40

향신문>의 사회면을 중심으로
공나형(연세대)

이영희
(숙명여대)

L1과 L2의 유사성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한국어 조사 습득에 미치는
16:45 – 17:10

영향: 중국어권 최고급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중심으로
김보영(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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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화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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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rriculum of English Presentation for Young Scientists in Globalization
Seonmin Park (KAIST)

Speaking in English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skill to acquire in academic fields including
science to share knowledge and conduct collaborated projects across countries. With the needs
of learning English speaking, a presenter created a 16-week-curriculum of English presentation
for young scientists a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This
presentation describes the details of the curriculum, and shows the effectiveness and the
limitations of the curriculum based on sixty students’ performances.

Research purpose(s)/question(s)
The curriculum has two main purposes: 1) to enable young scientists to improve their present
skills for future English presentations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2) to enable them to actively
discuss the presentation topics after listening to the presentations.

Research methods (participants, instruments, data collection procedures)
The curriculum includes four main projects from informal to formal presentations. The sixty
undergraduate students at KAIST were asked to complete these projects for sixteen weeks. The
students spent a similar amount of time for their presentations, and the same rubric was used to
evaluate the students’ performances. Not only the scores of presentations but also the thoughtful
feedback from the curriculum developer was given individually within the class period after
completing each project. Finally, the students’ progress was measured by comparing their scores
of four pres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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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and pedagogical implica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urriculum was successfully designed to enable young scientists to
improve their presentation skills both organization and delivery of presentation. Especially, the
scores on the delivery of presentation dramatically increased across students. They needed to learn
the delivery of presentation including using body language and making visual aids, and the
instruction given in the class was helpful for them to improve these skills. In addition, they
participated in discussions more actively than the beginning of the class. Individual feedback was
an effective tool for the students to produce better performances of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Nevertheless, the limited number of lessons and the class size were the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The curriculum would be implemented in a more intensive period with a smaller class size for the
future research.

Affiliation: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English)
Email: seonminpark@kaist.ac.kr
Academic Interests: ESL curricula, EAP and corpus lingu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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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서 프랑스어(FLE) 교재읽기
-기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박동열(서울대학교)

본 발표는 프랑스인 저자에 의하여 프랑스에서 출간된 FLE 교재들을 선정하여 이
교재들을 구성하는 언어 텍스트와 이미지 텍스트가 함의하고 있는 기호학적 특징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시도는 그 동안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의 유용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법적 관점에서의 교재분석이 간과한 FLE 교재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이다. 사실
FLE 교육은 단순히 언어 지식만이 아니라 기호학의 관심 사항인 기호의 기능과 문화적 코드를
배제하고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언어교육 주체들의 행위가 기호학적 활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즉 교수자는 자신의 언어학적 지식을 기초로 목표언어와 문화를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기호와 코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학습자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자 특정한 문화의 산물인 이 기호와 코드를 학습한다. 특히 FLE 교재
제작자는 교재에 현실세계와 자연언어를 직접적으로 담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르의
언어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매개물을 통하여 이것들을 재구성하고
이를 학습하는 방식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한다. 따라서 FLE 교재 안에는 목표 사회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와 텍스트에 대한 정보가 가득 차 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FLE 교재는 다양한 기호작용을 통하여 단순히 목표언어의 언어지식만 아니라, 다양한
매개물들이 구성하는 문화지식 및 사회적 이데올로기까지 담고 있고 있다. 따라서 FLE 교재의
복잡한 기호학적 성격을 조명하는 일은, 학습자가 언어능력을 함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프랑스인들의 사회적 표상 혹은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는 일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FLE 교육과 기호학과의 만남은 프랑스어 교수법 연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연구
과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영역의 연구는 지금까지 소수의 교수법 전공자와 기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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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이 간헐적으로 시도했을 뿐이며, 드물게 보이는 FLE 교재 분석연구도 대부분 교수법적
관점에서 이루어졌을 따름이다. 이것이 기호학적 관점에서 FLE 교재를 분석하려는 본 연구의
동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우리는 프랑스에서 제작된 FLE 교재를 가지고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국내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FLE 교재가 지닌 본질적 속성과
교재가 드러내는 사회적 표상과 사회적 정체성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Référentiel(REF), 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CECRL)와 같은 FLE 교재 제작 지침서, 그리고 이것에 의하여 제작된 Festival 1, 2, Initial 1,
Le nouveau taxi 1, 2, Alter Ego+, Alors ?, Version originale, Amis 1 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
교재들이 담고 있는 언어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그리고 이들이 담고 있는 문화 내용을 기호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해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쟁점을 논의하려고
하는데, 첫째 FLE 교재는 저자, 출판사, 교수자, 학습자, 네 주체가 만나는 공간이며, 이 공간
속에는 권위의 담론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즉 FLE의 교재는 유럽언어정책 측면에서 CECRL가
부과하는 권위 담론을 여과 없이 수용하여 CECRL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을 재생산하고 이를
권위로 만들어 독자들에게 영향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란 것이다. 따라서
언어교수•학습에

관한

유럽어의

규범화

모델

혹은

REF에서

비준되지

않은

발화행위와

언어형태들은 배제된다. 둘째, FLE 교재는 일종의 기호계로 작동하기 때문에 배제와 흡수를 통해
자연언어를 재형식화한 고유의 언어체계란 점이다. 그 결과 교재를 구성하는 언어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에서는 근본적으로 ‘과잉’(excès)과 ‘결여’(manque)라는 이원적 메커니즘이 작동되며,
이 과정에서 학교 체제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과 형태는 배제되기도 하고, 반대로 학습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과잉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FLE 교재는 어휘, 담화, 이미지를 통해 해당 언어
상용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표상, 즉 공유된 사고체계, 믿음체계, 인식체계를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FLE 교재의 저자, 제작자들이 지향하는 문화적 표상을 드러낸다. 우리는 최근
교재들의 문화적 표상은 실용적, 실제적, 익명적 언어에 대한 선호 그리고 유동적, 일상적, 즉각적
문화 추구와 관련되어 있음을 본 연구에서 보여주고자 하며, 이 교재들이 실용주의, 개인주의,
효율성 추구, 속도전과 신속한 유통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보인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FLE 교재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FLE 교재의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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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 학습자들을 위한 적합한 FLE 교재를 제작하려는 국내
저자들에게 교육적 시사점을 주고자 함이다.

소속(언어): 서울대학교 (프랑스어)
이메일 주소: bondieu@snu.ac.kr
주요연구분야: 의미론, 불어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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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번역 교수법의 갱신에 대해

김진하(서울대학교)

외국어 교수법에서 이른바 전통적 방법으로 일컬어지는 문법-번역 교수법은 문어 중심의 텍스트
독해를 위한 외국어 교수법으로서 교수법의 역사에서는 일찍이 유효성을 상실한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문학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이개어 사전을 참조하며 어휘와 문법을 익힘으로써
텍스트의 이해에 도달한다는 그것의 목적은 실제적인 의사소통과는 무관한 언어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적인 작업으로 이해되었다. 우리의 외국어 교육에서도 실제적인 교류와 의사소통이
필요해진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학습매체의 발전에 힘입어 문학텍스트로 외국어와
외국문화를 배운다는 목표와 방법은 급격히 쇠락하였다.
그런데 내용보다는 기능을, 지식보다 의사소통을 우선시하는 외국어 교육의 변화 속에서도
문법-번역에 대한 일정한 요구와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외국어 학습에서 문법의 위상이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명시적인 것에서 암시적인 것으로, 그리고 선험적인 것에서 귀납적인
것으로 방법론적 전환을 통해 재배치되었다. 또한 번역의 문제도 단순한 번문(飜文, version)과
역문(譯文, thème)의 교차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이한 언어 체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찰인 번역에서 각각의 언어의 고유성과 표현 능력을 신장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교육 전통에서는 여전히 텍스트 중심의 교육 자료가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문법-번역의 방법은 그 효용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관건은 문법-번역
교수법의 잔존을 다만 그 축소된 비중에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 교육과 번역 교육 각각의
변화에 대한 고찰과 두 측면을 매개하는 방법의 추구 속에서 문법-번역 교수법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문체론적 접근이 문법-번역 교수법을 매개하고 통합하는 포괄적이고
순환적인 원리와 방법으로서 유효한 교수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전통적인 문법 교육에서는 규범, 비교, 이해라는 세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문법의

86

규범성은 언어가 일련의 규칙들에 의해 구성된다는 전제에 따라서 언어 학습에서, 특히 외국어
학습에서 규칙들의 학습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그리고 상이한 언어 사이의 비교는 무엇보다도
비교 문법을 통해 언어 규칙의 공통점과 차이를 지각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와 해석의
특징이 있다. 문법은 일련의 규칙에 의해 문장을 조직하는 원리를 이루는 것인데, 문법의 이해는
궁극적으로 문장을 넘어 담화나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어 학습은 적어도 두 개의 언어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문법 교육은 번역의
과정을 항상 동반하게 된다. 그리고 번역은 본질적으로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이다. 문법을
통해 외국어에서 모국어로의 전환을 수행하는 작업(번문, version)을 통해 외국어 문장과 텍스트의
이해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국어를 외국어로 옮기는 것도(역문, thème),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수행되더라도, 대체로 시도된다. 그런데 번역에서 다시 드러나는 두 언어 사이의 공통성과
차이는 대응어와 등가어의 문체로 치환된다. 문제는 그때에 의미와 형태 사이의 긴장 속에서 결국
어떠한 최종적인 의미나 단일한 형태를 확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그것은 훨씬 해묵은
문제인 사유와 언어적 표현 사이의 관계의 문제로 환원된다. 그리고 사유와 표현 사이에는 문법
규칙에서든 번역 방법에서든 직접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어렵다. 그 사이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일정한 의미를 두고 나타나는 미세한 차이점들과 변이형들, 일탈들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선택하고

의미효과를

예측하고, 주장하고, 해석하는

본격적인 문체론적 작업이다.

소속(언어): 서울대학교 (프랑스어)
이메일 주소 : jobana@daum.net
주요연구분야 : 문학교육, 문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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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들이

중요해지는데, 이것은

어느새

문화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문화교육방안 제시
–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국학생 사례
장윤정(프랑슈꽁떼 대학교)
국가나 대학간의 교류, 혹은 학생 개인의 필요 등으로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할
기회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문화간의 의사소통 중에, 언어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오해뿐만 아니라, 문화간의 비교 및 가치 충돌로 인한 오해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단순히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교육재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 제시할 자료는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문화간 의사소통 사례를
조사한 것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한국어로 번역 및 이해 되지 않는 프랑스어 사용에서 오는 언어적 오해를 제시하였으며, 둘째,
사회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셋째,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의 특성상, 문화간 의사소통이 개인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양한 오해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외에, 프랑스에서 거주하는 한국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발생하는 오해 및
비교 사례와, 한국과는 다른 교육체계와 수업 분위기에 적응 하면서 만나는 타 문화 학생들과 교수
사이에서의 오해 및 비교 사례를 분류 하였다.
끝으로, 프랑스어를 구사할 때 어려움이 있는 한국 학생들이 의사소통을 위해 프랑스어 대신
사용하는 제스처 등, 그들만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타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문화권 사람들을 이해하는 과정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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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제목으로 본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재현 양상
<조선일보>, <경향신문>의 사회면을 중심으로
공나형(연세대학교)

본 발표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문화적 재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서

주간

일간지의

사회

지면에서

다루어지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재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문 기사는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독자들과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텍스트로서 이에 재현되는 양상은 다양한 한국민 구성원들의 관점과도
어느정도 맥이 닿아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히 기사의 제목에서
드러나는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관점을 분석해 보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비추어지는지를
알아보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시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이 되는 기사는 각 신문의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었다. 키워드는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 ‘결혼이주여성’이었고 수집된 기사는 모두 엑셀 파일에 정리되었다. 태깅은 기사의
성격, 핵심 단어, 관점, 관점의 성격, 재현 양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세부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사의 성격은 인터뷰 기사와 정보 전달 기사 해설 기사로 나누었다. 정보 전달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육하원칙 이외에 기자의 부가적인 해석이나 관점이 들어가지 않은
종류의 기사이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기자의 해석이 덧붙여지면 해설 기사로 판단하였다. 핵심
단어는 기사의 제목에서 이주 여성들이 어떤 단어로 표상이 되는지를 나타낸다. 이주 여성을
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뽑아내는 것은 이들의 재현 양상을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관점이란 기사의 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사가
선주민 관점에서 쓰였는지 이주민 입장에서 쓰였는지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선주민
입장에서 쓰이는 기사들은 이주민을 문화에 적응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변화해 가는 주체로
상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주민 입장에서 쓰이는 기사들은 과도한 동정적인 시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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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포장하는 등의 결함을 지닐 수 있다. 관점의 성격은 부정적과 긍정적으로 나누었고 칸이
없는 것은 어떤 쪽으로도 치우쳐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재현 양상은 기사로 인해 이주 여성들이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를 통해 드러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재현하면서 ‘눈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들어와 겪는 불합리한 일들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단어이지만, 과도하게 ‘눈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들을 피해자적 시선에서 서술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감정적인 어휘의 사용은 독자로 하여금 사건을 이해하는 데
객관적인 시선을 방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소 과격한 단어의 사용으로 인하여 기사 자체가
가지는 사회 고발적인 기능보다는 단순한 가십거리의 일종으로 치부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주민과 관련한 논의가 가십성을 지양해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한국 사회는 더욱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데 반해서 가장 사회적 화두가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다면 더 많은 소모적인 비용을 낭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사의 하이라이트를 뽑을 때에는 흥미 위주의 단어 선택이나 수식어구를 선택하기보다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을 담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련 기사 중 대부분의 기사는 이주민 위주의 제목을 드러내는 게 많았다.
물론 이들이 대상이 되는 기사이니 관점이 이들의 입장에서 쓰여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아닌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려 글을 쓰다 보면 과잉 일반화의 오류나 앞서 열거한
과한 감정의 개입 등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경향신문>에서는 비교적 선주민의 입장에서 이들을
어떻게 사회 통합의 주체로 격려할 것인지에 관한 정책적 미비라든지 정보 제공의 문제 등을 다룬
기사 제목이 많은 반면 <조선일보>에서는 이주민 위주의 기사가 그렇지 않은 기사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주민의 관점에서만 쓰여진 기사 대부분은 사회고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이 프레임 자체가 이들을 피해자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소수자로 치부해 좀더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개선이 되고 이들이
진정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해 앞으로의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관련의 정책이나 법률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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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에 대한 자국민의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신문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일보>는 그러한 노력이 조금 부족해 보였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피해자적

재현

양상의

기사이다.

<조선일보>에서는

결과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에 관한 제목이 대부분 ‘눈물’, ‘호소’등의 다소 감정 격앙적인 어휘를 통해
드러나고 있어서 이들이 피해자로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경향신문>은
정보제공형의 기사에서는 이들에 대한 재현 양상이 드러나지 않거나 참여자적인 성격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두 신문 모두 사회 고발형의 기사를 제공할 때에는 굳이 ‘이주
여성’이라는 사항을 제목에 제공함으로써 편견을 고착화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한국 사회에 이주 여성들이 적응하는 올바른 방법이 한국화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미담
형식으로 제공하는 기사가 매우 많았다. 하지만 과연 다문화 사회를 외치는 현대,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문화의 융합을 장려하는 시대에 ‘한국화’ 되었다는 것, 즉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만들고 이를 통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시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한국적인 것인가, 더 나아가
이러한 모습이 올바른 사회 통합의 이상적인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이들이 자신의 모국의 문화적 배경을 지우고 한국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문화적 배경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서 이를 변용하고
변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시부모를 봉양하는 모습이 좋은 며느리로
비추어지던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다. 현대는 여성들의 지위도 향상이 되었고 좋은 가족의
구성원이란

서로를

배려해주는

것이지

한

사람만의

희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재현하고 올바른 사회적 통합 양상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상이한 잣대를 대는
것은 아닌지 반성적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소속(언어): 연세대학교 (한국어)
이메일 주소: primenh@naver.com
주요연구분야: 사회언어학, 한국어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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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과 L2의 유사성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한국어 조사 습득에 미치는 영향
-중국어권 최고급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중심으로 –
김보영(연세대학교)

외국어 학습에서 모국어와 목표어의 유사성은 긍정적 전이 및 부정적 전이(간섭)를 유발하는 한
가지 요소이다. Kellerman(1979)은 L1의 어떤 항목을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하는지 뿐 아니라
학습자가 L1과 L2의 유사성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L1이 L2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역시
달라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L1과 L2의 유사성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한국어 조사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에게 조사 습득이 어려운 이유를
모어인 중국어의 고립어적 속성에서 찾는다. 그러나 개별 조사 항목에 따라 습득의 정확도는
달리 나타난다. 본고는 한국어의 개별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중국어 어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학습자가 인식하는 개별 조사(한국어)와 대응 어휘(중국어)의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개별 조사의
습득의 정도에 차이가 발견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조사는 중국어 대응 어휘(correspondences)가 존재하는 격조사 ‘이/가’, ‘을/를’, 보조사
‘은/는’과 중국어 대응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 격조사 ‘의’와 보조사 ‘도’이다. 중국어권
최고급 학습자 9명의 학술적 글쓰기로 구축된 7,218 어절 말뭉치의 분석 결과, ‘의’(95.3%)의
정확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을/를’(95%)> ‘도’(92.5%) > ‘은/는’(87.3%) >
‘이/가’(83.1%)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준다. 첫째, 중국어
대응소의 존재는 개별 조사의 습득에 있어 정확성을 높인다. 둘째, 개별 조사에 대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유사성의 인식 정도는 조사 습득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각
조사와 중국어 대응 어휘가 유사한 정도를 ‘의’> ‘도’> ‘을/를’> ‘은/는’ > ‘이/가’의
순서로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개별 조사에 따른 중국어 대응 어휘에
대한 지식과 이 둘의 유사성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및 평가는 중국어권 최고급 학습자들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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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과 습득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소속(언어): 연세대학교 (한국어)
이메일 주소: larche7@naver.com
주요연구분야: 대조언어학, 한국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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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속지 컬러 필요)

제5분과
외국어 교수 방법 및 현장 연구
순헌관 408호
발표(러시아어 및 영어)
시간

좌장: 정규영(조선대)

논문 제목 및 발표자

사회자

러시아 학습을 위한 UBL(Ubiquitous-Based Learning) 가능성의 모색
10:00 – 10:25

김형섭(중앙대)

조규연
(서울대)

안혁(성균관대)

조규연
(서울대)

언어 교육에서 감정 내러티브 연구
10:30 – 10:55

문화교수법 자료로서 러시아 광고텍스트의 활용가능성 연구
송정수(중앙대)

권용재
(연세대)

김혜숙(서울여대)•차윤정(한신대)

전영주
(목원대)

11:00 – 11:25
비디오를 활용한 영어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11:30 – 11:55
발표(중국어)

좌장: 김현철(연세대)

현대중국어 등위접속의 특징
16:15 - 16:40

전기정(선문대)

전긍
(국민대)

H20 (Healthy, Happy, Opened) 어휘카드 제작 및 활용을 통한 학습 성
16:45 – 17:10

신승희
(이화여대)

취도 및 활동성 제고 방안
신윤기(성남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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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학습을 위한 UBL(Ubiquitous-Based Learning) 가능성의 모색

김형섭(중앙대학교)

첨단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외국어 학습의 방법도 각양각색으로 변화하고 있다. 멀티미디어를 중
심으로 원어민의 발음과 억양을 듣고, 영상을 통해 실제상황이 재현되는 것처럼 가상공간에서 외국
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첨단기기 들 중 스마트폰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학습은 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효율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유비쿼터스 학습이 교실과 교과서에만 머물
고 있는 러시아어 학습에 얼마만큼 활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SNS나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러시아어 학습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
다.

소속(언어): 중앙대학교 (러시아어)
이메일 주소: kimhyoungsup@hotmail.com
주요연구분야: 러시아언어학, 교육학, 사회언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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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교육에서 감정 내러티브 연구

안혁(성균관대학교)

인간의 감정은 인간이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며, 이 반응은 다양한 방식의 행동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감정의 다양성은 표현의 다양성에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배경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감정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은 감정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볼 수 있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 내러티브는 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과된 사건의 연속이다. 한 사건은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인과적 특성은
감정과 내러티브를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학생들이
작성한 PIE 결과물이다. PIE란 Photo in Education의 약어로 학생들에게 사진찍기와 글쓰기를 동시에
가리키는 교육방식을 말한다. PIE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매우 짧은 내러티브이다. 이 내러티브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교묘한 결합을 통해 내용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저자의 생각을 표현한다.
국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PIE 결과물을 고찰한 결과, PIE 프로그램의 내용이 언어교육 혹은
리터러시 향상이라는 지향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적 상태와 관련한
내용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감정 상태의 기술이나 토로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메시지를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안정적 정서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학생들의 메시지를 질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양적 연구와
더불어 더 많은 데이터는 이 판단에 추가적인 힘을 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속(언어): 성균관대학교 (한국어)
이메일 주소: hyugahn@gmail.com
주요연구분야: 인지언어학,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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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수법 자료로서 러시아 광고텍스트의 활용가능성 연구

송정수(중앙대학교)

본 논문에서는 광고텍스트를 활용한 외국어 교수법 모형을 개발해보고, 이를 문화강좌의 자료로
연계시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지에서 방송되고 있는
러시아 TV광고 텍스트를 일차 자료로 삼아, 한국 학생들이 광고 영상을 접했을 때 메시지 전달을
위해 사용된 러시아어와 그 의미를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하는지 측정, 분석해 볼 것이다. 더 나아가
광고 텍스트에 담긴 문화적 배경에 관한 이해도를 측정해보고, 이를 러시아 문화 강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것이다.

이메일 주소: nirvanarus@hanmail.net

99

비디오를 활용한 영어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김혜숙(서울여자대학교)
차윤정(한신대학교)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인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실생활에 쓰이는 영어에
노출되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어려운 일이다. 교재를 활용해서 어휘
및 표현을 배우고 교실 내에서 영어 사용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멀티미디어 활용 교육이 시도되고 있으며, 특히
영상을 활용한 영어 교육은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 방식중의 하나임이 보고 되고 있다. 이는 시각,
청각적 입력을 함께 제공하여 총체적 언어기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자료활용의 방편이다. 또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 표현과 어휘를 제공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영어
사용권의 문화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유의미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더불어, 학생들이
교재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다 흥미를 갖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학습에 적극적인 동기
유발 및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Wajnryb, 1990).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10년 이상 영어 공부를 하고 대학에 들어왔지만 영어로 된 영화나
드라마 또는 영어강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읽기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멈추어 다시 되돌아가서 볼 수 있지만, 듣기의 경우 청자가 속도의 통제나 중지가
불가능하고(Cennamo & Chung, 1995), 특히 학습자들은 어휘수준의 차이, 자동화되지 않은
정보처리과정 때문에 듣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Ur, 1984).
교실 안에서 ESL용 자료를 활용한 듣기 연습은 한계가 있으며, 실생활에 쓰이는 표현과 상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영상 사용의 교육적 장점은 원어민에 의한 자연스러운 실제 담화에 노출이
되고(Roger & Medley, 1988), 시각적 입력이 학습에 도움을 주며(Finkelstein, 1995), 듣기 향상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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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효과(Smith & Shen, 1992) 및 어휘 습득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Koolstra & Beentjes,
1999). 반면, 듣기 실력이 낮은 학습자들은 대부분의 실제 자료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느끼게 되고
때로는 본인의 청취력의 문제를 인식하며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외국어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영향도 오래 지속 된다(Hennessey, 1995).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활용하여 듣기 실력의 향상에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각 그룹의 참여자들의 영어 학습으로 영상 활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3주간에 걸친 영상을 통한 영어
듣기수업을 한 후 듣기 점수가 향상될 것이다. 둘째, 듣기 실력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간의 듣기
점수의 향상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영상을 통한 영어 듣기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은 긍정적일 것이다. 상위 그룹 30명, 하위 그룹 30명이 실험에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의 듣기실력을 측정하기 위해 토익시험 유형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첫 수업에 사전 듣기
시험을 본 후 마지막 수업 시간에 사후 시험을 실시하였고, 더불어 영상을 활용한 영어 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10개의 문항, 1-6의 척도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3주간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하루에 2시간씩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총
10회로 구성되었다. 두 집단에게 매시간 다양한 영상물을 보게 한 후 단어 및 표현 학습, 내용 점검
및 이해, 토론으로 이뤄진 50분 수업을 하였다. 수업시간에 사용된 영상들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학습자들에게 보여줄 장면을 선정하는데 있어 Berkay, Boyce 와 Gardner(1995)에
근거하여 내용의 난이도, 대화 속도, 언어 수준 등을 감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영상을 활용한 청취 수업에 대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생들의 듣기
점수가 향상되었을 것이다라는 연구 가설의 결과는 상위 학습자 그룹에서만 사전과 사후 시험을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Smith & Shen, 1992). 즉, 상위 학습자는 사후에 듣기 성적이
향상된 반면, 하위 학습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두 집단 간의 듣기 점수의
향상도를 비교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영상을 활용한 영어 학습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었다. 이 실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라
영상을 활용한 영어 듣기 수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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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국어 등위접속의 특징

전기정(선문대학교)

접속관계는 언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행성분과 후행성분 간의 지위관계에
따라 등위접속(Coordination)과 종속접속(Subordination)으로 구분한다. 중국어도 비록 학자들마다
하위분류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선행성분과 후행성분 간의 의미관계가 대등적인가
종속적인가에 따라 접속관계를 등위접속과 종속접속으로 나눈다는 점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발견되지 않는다.
본고는 접속관계 중에서도 등위접속 관계를 가지는 단문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종속접속이나 복문의 접속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단문의 등위접속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등위접속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고는 중국어 등위접속 구문의 특징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어와 한국어
등위접속 구문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한국인을 위한
중국어교육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소속(언어): 선문대학교 (중국어)
이메일 주소: jiting@sunmoon.ac.kr
주요연구분야: 현대중국어어법, 중국어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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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0(Healthy, Happy, Opened) 어휘카드 제작 및 활용을 통한
학습 성취도 및 활동성 제고 방안

신윤기(성남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처럼 어린 나이에 접하기 어려운 언어일 경우 어휘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어휘를
재미있게 학습할 경우, 이것은 회화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회화 학습에까지 학습의욕을 좌우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
현행,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는 국영수 위주의 입시 영향으로 제2외국어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도와 관심이 매우 낮다. 외국어 교과서 밑에 다른 과목 책을 펴놓기도 한다.
본 자료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초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제2외국어를 골치아픈 공부가 아닌
즐거운 학습의 장으로 인식하게끔 할까 하는 고민가운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해 본 ‘동그라미
딱지’ 라는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동그라미 어휘 딱지카드를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그림과 글로 만들어 봄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이후 이 동그라미어휘 딱지를 이용하여 1:1 또는 그룹 속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연스럽게 어휘에 대한 접촉 빈도를 높였고, 이를 통해 수업 현장을 활기차게
만들고 외국어 학습의욕 제고라는 최종 목표 실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1. 제작 동기(또는 목적)
제2외국어 학습의 학생 학습 성취도 및 흥미도 제고를 위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고 활동함

2. 대상 학년 및 교과
가. 대상 학년 : 중1 ~ 고3 6개 학년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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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 교과 : 중국어(제2외국어 확장 가능)
다. 활용 단원 : 전단원

3. 자료의 사용 방법 및 교육적 효과
- 자료 완성 후, 장소 및 시간을 초월하여 교실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휘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수업 흥미도를 제고할 수 있음.
- 어휘카드를 손과 입을 사용하여 교실내, 교실밖, 운동장에서 마음 껏 활용할 수 있음.
- 1:1 및 모둠원간의 다양한 활동으로 해당 외국어 수업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음.
- 교사가 사전 제작한 어휘카드의 샘플을 따라 학생들의 각자 역량에 따른 자신만의
어휘카드제작

결론적으로 본 교수 학습자료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교사의 단순한 아디이어를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함께 소통하는 활동자료이 다.
2. 입과 귀로만 하던 어휘 활동을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성 있게 구성하였다.
3. 교실 뿐 아니라 운동장에서 수업이 가능하도록 공간적인 확장을 가능케 하였다.
4. 이 활동을 통해 학생 상호간 다양한 모습으로 어휘 관련 소통이 이루어진다.
5.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얼굴에서 미소와 즐거움이 떠나지 않는다.
6. 이 어휘카드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어휘를 자신만의 생각으로 그려내는 것이므로 사고력이
배양된다.
7. 직접 만드는 과정을 통해 미술과와의 연계, 여러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체육과와 연계된 융합
수업에도 크게 도움된다.

이 자료 및 연구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의 제2외국어 학습 현장을 활기차게 하는 작은 바람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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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언어): 성남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
이메일: nchina@hanmail.net
주요연구분야: 2007개정, 2009개정(현행) 중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 (총6권)
2007개정, 2009개정(현행) 중고등학교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총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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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속지 컬러 필요)

제6분과
외국어 교육 이론, 교육과정 및 평가
순헌관 416호
발표(스페인어)
시간
10:00-10:25

좌장: 이용선(단국대)

논문 제목 및 발표자

사회자

스마트교육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마상영(단국대)

10:30 – 10:55

스페인어 어휘들의 의미

확장 과정 연구: 영어의 영향을 받은

어휘들을 중심으로
이강국(한국외대)
11:00 – 11:25

서한 번역 교육 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박소영(한국외대)

11:30 – 11:55

윤영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교육과정(2009) 기본 어휘표에 기초한 간접결합 우설법에 대한 소고
곽재용(한국외대)
발표(중국어)

김명순(세명대)
《일체경음의》 속 사멸어휘 연구

16:45 – 17:10

황신애(서울신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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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상
(경희대)
성초림
(한국외대)
좌장: 김장겸(한국외대)

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속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
16:15 - 16:40

유은정
(한국외대)

박성일
(한국체대)
최윤경
(인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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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마상영(단국대학교)

1. 연구목적

삼성의 갤럭시폰이 애플사의 아이폰과 비교해 보면 기능면에서 분명 훨씬 다양한 장점들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 전자는 후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BMW나 LEXUS와
비교해도 그 기능의 다양성 면에서 결코 크게 뒤지지 않음에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항상 동등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두 한국 제품 모두 소수의 핵심 기능에서
상기 외국제품들에 뒤지기 때문이다.
삼성 갤럭시폰은 수많은 다양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화면 터치감과 디자인 부분에서 뒤지기
때문이며, 현대자동차도 그 많은 다양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연비와 안전도에서 비교대상 차량보다
열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많은 유용한 기능들을 첨가하는 것보다 주요 기능들에서 앞서는 것이
제품의 판매를 증대시키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 회사는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스마트교육(eduación Smart)에서도 수많은 첨단 기능들과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으나,
그 방법들이 실제 교수자나 학습자들에게 피로도만 증가시키고, 교육 효율이나 학습효율을
증가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그 가치는 크게 평가절하 될 것이다. 즉, 그러한 많은
기능들과 방법들이 모두 꼭 필요한 건지, 어떤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 더욱 효율적인 것들인지
선별하여 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나치게 다양한 방법들을 다 활용할 경우 오히려
학습효율에 저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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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그동안 사이버교육(educación virtual)이 수십 년 간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미해결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모바일러닝으로 나아가 스마트러닝으로 진화해 오고 있다. 혹자는
스마트러닝(aprendizaje Smart)이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현실세계와 증강현실(realidad aumentada)
세계를 넘나드는 보다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이상적인 교육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필자는
이 또한 학습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장점들을 극대화하여 학습자들에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너무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습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스마트교육도 많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단점들도 지닐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단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전향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미

이러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스마트교육(eduación Smart)과 현장교육(eduación presencial)을 접목시켜 서로의 장점을 취합하고
단점들은 상보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학습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융합교육(eduación combinada,
blended education)의 세부적인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교육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려면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인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comunicacion bidireccional)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내용

외국어교육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단방향

커뮤니케이션(comunicacion)을
커뮤니케이션(comunicacion

기반으로

unidireccional),

이루어지며,
양방향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comunicacion bidireccional), 다방향 커뮤니케이션 (comunicacion multidireccional)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이 항상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서는 대학 내 스페인어 교육을 논지의 대상으로 삼아 전개해 보고자 한다.
현장강의(enseñanza presencial)의 경우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수의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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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강의할 내용에 급급하여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외국어 강의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가장

비효율이며,

거의

절대적으로

단방향

커뮤니케이션(comunicacion unidireccional) 방식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교수자와 학생 간의
1:1 또는 1대 다자 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comunicacion bidireccional을 통한 스페인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아가 교수자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다방향 커뮤니케이션(comunicacion
miltidireccional)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강의는 더욱 생동감 있고 효율적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교과목의 성격 상 위에 제시된 3가지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융화의 정도에서 차이가 날 수
있겠으나, 예외 없이 단방향 커뮤니케이션(comunicacion unidireccional) 보다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comunicacion

bidireccional)이

그리고

이것보다는

다방향

커뮤니케이션(comunicacion

multidireccional)이 스페인어교육에서 더 바람직스러울 것이라는 사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단방향 커뮤니케이션(comunicacion unidireccional)을 통한 스페인어교육은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므로, 교수자의 높은 육체적 피로도, 학습자의
집중도 하락,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낮은 유대감 및 생동감, 등등 그 단점들이 많이 상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개별적인

학습을

통한

학습내용

숙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매우 수동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며, 학습 현장의 생동감은 매우 낮으며,
학습 시간이 길어지면 학습효율은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방식에서의 유일한 장점은
학습량과 학습 진도를 교수자가 자의적으로 쉽게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comunicacion bidireccional)을 통한 스페인어교육은 교수자의 물리적
피로도가 낮으며, 학습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학습자의 집중도를 높게 유지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생동감을 지속시킬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comunicacion bidireccional)을 통한 스페인어교육은
교수자가 미리 학습자가 교육 내용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스마트교육
방식을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교수자도

사전에

보다

효율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comunicacion bidireccional) 스페인어 교육을 위해 준비를 많이 해야 하며, 학습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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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미리 학습하여 교육현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양방향 스페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며,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 및 열의도 함께 높아지므로 학습효율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한 스페인어교육에서는 교수자가 미리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스마트교육의 다양한 첨단기법들을 익혀 활용해야 한다. 또한 현장 학습을 통한 면대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에서 최초 교수자의 많은
노력과 희생이 요구되어 지며, 학습자 또한 강의실에 입장하기 전에 학습 내용에 대한 사전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준비가 일단 잘 이루어질 경우 그 후 교수자는 보다 여유롭게
육체적 피로가 반감된 환경에서 융통성 있게 양방향 커뮤니케이션(comunicacion bidireccional)을
통한 스페인어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육이 바람직스럽게 이루어지면 궁극적으로
교수자의 물리적 피로도 절감, 교수자와 학습자 간 유대감 증대, 학습자의 학습 내용 점검 및 학습
능력 증대, 학습자 개별 맞춤식 강의 실시, 등 많은 장점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다방향

커뮤니케이션(comunicacion

multidireccional)을

통한

스페인어교육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그것과 유사하나, 더욱 진일보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학습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훨씬 역동감 있고 효율적인
교육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과목은
스페인어회화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스페인어 문법, 스페인어 강독,
스페인어 작문 등은 그 교과목 성격상 양방향 커뮤니케이션(comunicacion bidireccional)을 통한
교육이 더 효율적이며, 다방향 커뮤니케이션 중 학습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학습은
무의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교과목 내용은 학습자들이 미리 숙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들 사이에서 교정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강의 진행 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어 회화의 경우에도 학습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학습은 대화 패턴에
따른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진위에 대한
점검은 궁극적으로 교수자의 몫이기 때문에 학습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학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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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방법

스페인어교육에 있어 양방향 커뮤니케이션(comunicacion bidireccional)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미 거론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강의를 병행하며 진행하는 융합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comunicacion bidireccional)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스마트기기의
다양한 응용프로그램들 즉, 사이버방송, 1대1 또는 1대 다수 채팅,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가능하겠으나 학습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역시 스마트교육을 통해 스페인어 학습에
있어 자유로운 시간활용 및 동일 내용 반복학습으로 스페인어에 대한 노출 빈도를 높히고, 개인
맞춤형 강의에 의한 학습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학습효율을 상승시키고, 강의실에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학습피드백을 실시하고, 개인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학습 효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교수에 의한 일방적인 학습이 아닌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교수-학생 사이의 상호 작용에 의한 학습을 시행한다.
우선 이러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스마트 스페인어교육이 어떠한 웹브라저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다시피,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스페인어교육은 우선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동시에 이상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보다 많은 양질의 스페인어
교육 콘텐츠를 생산하고, 교수자 및 학습자 간의 지식전달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
환경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리고 교육방법론적인 면에서 해결해야할 난제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제
문제들을 규명해 보고 해결하고자 한다.
우선 필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스페인어 학습에 본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고 기존의 e-러닝 학습에서 발생했던 시행착오와 오류들(대학에서
주로 대형 강의나 교양강의 위주로 전개되고 학습자 중심이 아닌 교육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습
Feedback, 개별접촉을 통한 이해도 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음)을 제거하거자
한다.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들과 양질의 강의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 동영상 및 음성 파일들을
활용한 경험, 다양한 응용프로그램들에서 스페인어 특수폰트를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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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교육을 위한 완성도 높은 스마트 러닝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현장교육과 접목시킨 결과,
그 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분석하고 제시할 것이며, 장·단점을 파악한 뒤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스마트러닝 강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PowerPoint, Movie Maker,
Camtasia, Goldwave 등)을 사용하여, 그래픽, 동영상, 음성자료 등 풍부한 스마트교육용 자료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스마트교육을 위한 사이버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이내믹하고, 다양하면서도 흥미 있는, 동시에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업로드한
뒤 학습자들에게 Ubiquitous환경에서 서비스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스마트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식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한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comunicacion bidireccional)을 통한 스페인어 교육을 위한 기술적인
기반을

확보할

것이다.

사이버공간

확보,

업로드나

다운로드

시

에러

예방

및

다양한

스마트기기에서 폭넓게 호환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인 기반을 IT전공자의 도움을 받아 구축해야 하고,
개발된 스마트 콘텐츠가 학생들에게 제공되어 지기 위해서는 도메인, Webpage공간 확보 및
웹호스팅과 동영상호스팅이 필요하므로, 모든 스마트 기기에서 비디오와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멀티미디어 통합플랫폼은 외부서비스업체(www.gabia.com)를 활용할 수 있다.
KOCW(Korea Open Courseware)의 경우 이미 많은 강의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현장강의
모습을 녹화하여 가감 없이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단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강의라고 규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강의 모습 녹화 방식을 지양하고, 학습자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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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그리고 스마트기기에 특화된 강의를 구성하고자 한다. 즉, 학습자에게 개별 지도 하듯 ppt기반
슬라이딩 방식으로 강의 내용을 설명하고, 나아가 강의자의 모습이 아닌 슬라이드와 폰트 크기 및
폰트 해상도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의를 녹화하여 제공함으로 기존의 동영상
강의들과 차별화 할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필자가 시행해 오고 있는 스마트교육과 현장교육의 접목, 즉 융합교육에 기반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comunicacion bidireccional)을 통해 스페인어교육의 장점들을 더욱 극대화시키고,
잔존하는 단점들을 파악하여 제거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완성도 높은 스페인어교육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 모델이 실제 강의진행 시 교과목 별로 그리고 학습자의 수준별로 교육방식이
다양화되어야 함을 규명할 것이다. 수준별 학습의 기본 운영 방식은 학습자가 콘텐츠 내용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의 수준에 의거하여, 교수방법, 학습방법, 학습빈도,
심화·보충 활동 등에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사용 중인 스마트 기기의 운영체계(OS),
주 단위의 스페인어 학습시간, 이상적인 1회 학습 시간, 문자와 음성, 동영상에 대한 선호도, 학습
사이버 커뮤니티 참여도 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 보다 나은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스페인어 교육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느끼는 예견치 못한 불편함을 최소화 하여
교수자 위주가 아닌 학습자 중심의 교육 모델을 구성하고자 한다. 융합교육을 통한 교수
학습시스템의 변화를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 변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시스템의 변화가 어떠한
학습효과를

유발하는

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스페인어교육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학습 상황과 수준별,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최적화된
모델을 설계하고자 한다.
소속(언어): 스페인어
이메일 주소: symah@dankook.ac.kr
주요연구분야: 스페인어통사론, 스페인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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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어휘들의 의미 확장 과정 연구
- 영어의 영향을 받은 어휘들을 중심으로이강국(한국외국어대학교)

현대 스페인어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언어는 단연 영어이다. 영어로부터 받아들인
새로운 어휘는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그 차용 정도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용 과정은 크게 직접 도입과 스팽글리쉬를 통한 간접 도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과학기술, 스포츠, 예술 등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후자는 미국이나 중남미
스페인어에서 두드러진다. 차용 유형은 영어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영어를 스페인어화
해서 도입하는 경우, 스페인어의 유사한 기존 어휘에 의미를 추가하는 경우, 영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어휘를 만드는 경우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영어로부터의 차용에서 교육적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의미를 취득하는 과정을 현재 진행 중인 자료들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언어변화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언어는
현재에도 늘 변화하고 있는 유기체이며 이 자료들이야 말로 진행 중인 변화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좋은 학습 자료들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형태적 유사성으로 인해 스페인어의 본래 의미에 영향을 끼친
어휘 및 표현들의 양상이다. 즉 본래 어원에서부터 갖고 있던 의미 이외에 영어의 영향으로
의미가 전용 또는 확장된 예들이다. 교육적 관점에서 이러한 언어 양상이 중요한 이유는 ‘왜 한
어휘 또는 표현이 동일한 의미범주에 속하지 않는 이질적인 의미들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적절한 답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결국 어휘나 표현의 의미 형성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 취득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어휘 학습에서 본래 갖고 있던 어원적 의미와 발전과정에서 도입된 추가적 의미를 구분할 수
있고, 어휘나 표현의 의미 형성과정을 체계화할 수 있다.
스페인어의 어휘가 동일 어원의 영어의 영향으로 의미가 확장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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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mir는 본래 ‘예상하다, 가정하다 (presuponer, dar por supuesto)’라는 의미인데, 영어의 to
assume the resposibility에 따라 asumir la responsabilidad, 즉 '-을 떠맡다 (tomar)'라는 의미로도
쓰이게 되었다.
contemplar는 본래의 의미는 ‘지긋이 바라보다, 숙고하다'인데 (예: contemplar la belleza de un
paisaje), 영어의 to contemplate의 영향을 받아 ’의도하다, -할 생각을 갖다 (tener intención de
algo)'라는 의미로도 쓰이게 되었다: El gobierno contempla un alza de los compuestos).
estimar는 본래 '-을 높게 평가하다, 존경하다‘라는 의미로 만 쓰였었다 (예: estimar a las personas
honradas). 그런데 영어의 to estimate가 ’계산하다 (calcular)‘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영향을 받아,
estimación de costos '예상 가격‘, tiempo estimado de vuelo ' 비행 예정/추정 시간’으로도 쓰이게
되었다.
aplicación은 본래 ‘근면, 노력'이라는 의미로 쓰였었는데, 영어 application의 영향을 받아, 특히
문서상에서 ’신청서, 지원서 (solicitud, petición)‘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게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의미로도 쓰인다.
emergencia는 동사 emerger '수면으로 떠오르다‘라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본래 의미는 ’출현,
부상‘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예: la emergencia de la burguesía). 그러던 것이 영어 emergency의
영향으로 ‘응급, 비상 (suceso grave e imprevisto)'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las medidas de
emergencia '비상 수단’, las salidad de emergencia '비상구‘ 등.
evidencia는 본래의 의미는 ‘명백함, 명료함’인데 (예: la evidencia de nuestra condición moral),
영어 evidence의 영향을 받아 주로 복수로 쓰여 수사나 조사의 ’증거 (prueba)'라는 의미로도
쓰이게 된 것이다.
표현들 중에서도 영어의 영향을 받아 변화된 것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바야’라는 표현을 할 때 Eso es lo único que quiero라는 좋은 표현을
놔두고, 영어의 That's all I want를 기계적으로 번역해 흔히 Eso es todo lo que yo quiero라고 쓰고 있다.
‘80년대’라는 표현은 los años que van de 1980 a 1989인데, 영어 the eighties의 영향을 받아
간편하게 los ochentas로 쓰고 있다. ‘-역할을 하다’라는 표현은, desempeñar el papel을 놔두고,
영어 to play a role을 그대로 번역해 jugar un papel이라고도 쓰고 있다. ‘결국’이라는 표현도, al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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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al cabo라는 좋은 표현을 놔두고, 영어의 after all에 따라 después de todo라고도 쓰고 있다.
‘고화질’은 영어의 high fidelity를 본뜬 alta fidelidad이, high quality를 본뜬 alta calidad이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표현은 antes de nada 또는 antes que nada인데, 영어 first
of all의 영향을 받아 primero de todo라는 말을 쓴다. ‘-에 따라서’는 de acuerdo con 또는
según이다. 영어 according to의 영향을 받아 de acuerdo a도 쓰인다. ‘-이외에’는 además de 인데,
영어 in addition to의 영향을 받아 en adición a도 쓰이는 추세이다. ‘-(시간) 내에’라는 표현은
전치사 dentro를 쓴다. 예를 들면, dentro de dos minutos/ horas/ semanas 등이 일반적인 스페인어 식
표현이다. 그러나 영어 in two minutes/ hours/ weeks 등의 영향을 받아 en dos minutos/ horas/ semanas
등으로도 쓰인다. ‘오랫동안에’라는 표현은 durante mucho tiempo를 쓴다. 그러나 영어 for a long
time의 영향을 받아 durante largo tiempo도 쓰인다.
역사언어학적 관점에서 이 변화는 언어변화의 한 유형인 의미의 확장과정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살아 있는 예이다. 그 과정을 상세하게 추적하는 것은 교육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다. 의미의 전이 및 확장 과정을 추적해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언어의 진행 중인 변화과정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소속(언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
이메일 주소: yuniwan@hufs.ac.kr
주요연구분야: 역사언어학,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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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 번역 교육 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박소영(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 전통에서 고전적으로 인문 교육의 중심은 말하기 혹은 글쓰기와 셈하기이다"(박정하 2003,
177). 그 중에서 글쓰기는 "말을 공간에 멈추게 하는 일"(박정하 2003, 178)로서 "다양한 인문학적
능력을 요구하는 복합적인 과정이 개입"(박정하 2003, 180)되기 때문에 인문학의 핵심 역량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학습자들의 글쓰기 교육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어학을 비롯하여 글쓰기 교수법이나 교육 과정 개발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본 연구는 번역을 글쓰기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글쓰기 교육 방법 및 전략을
서한(스페인어-한국어) 전문 번역 수업에 적용하여 학습자들의 번역 글쓰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과정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번역 글쓰기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한
결과를 논의하도록 한다.
기존의 번역 교육 연구는 외국어의 이해에 중점을 두어 오역 발생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그러나 글쓰기 능력은 분석·이해력, 사고력, 논증력, 표현력(박정하 2003, 188-189)을
모두 포함하는 과정이며, 이 네 가지 능력은 번역 이론에서 밝히고 있는 번역 능력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외국어를 잘 한다는 것이 단순히 외국어를 잘 이해하는 단계에서 그치지
않듯이, 번역을 잘 한다는 것은 외국어를 잘 이해·분석하고, 이를 사고력과 논증력을 동원하여
자기화하고, 이를 다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번역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번역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해 종래 활발히 논의된 국어 글쓰기 교육 과정 개발 모델을 적용하여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특성을 살린 서한 번역 교육 모델을 고안하고자 한다. 김혜영(2009)이
제안한 '계획하기-이해하기-표현하기-수정하기'의 각 단계별 번역 글쓰기 교육 과정 항목을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서과 학습자들의 번역 교육 과정에 적용한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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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번역 능력을 번역 결과물로만 평가 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번역물
선정에서부터 번역, 번역 평가, 수정 등 번역 글쓰기의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인한다. 복수의
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각각의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평가 기준표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김혜영의 번역 글쓰기 교육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계획 단계
① 번역 대상 텍스트 선정 -

학습자들에게 주제를 제시하여 주제에 부합하는 텍스트를

선정하도록 함. 이를 통해 콘텐츠 이해 능력을 점검함.
② 번역 환경 분석 - 번역 브리프 (번역 목적 결정, 예상 독자 분석, 번역 테스트 분석, 번역 관련
권리 확인). 이를 통해 텍스트에 대한 이해 없이 처음부터 직독직역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고, 원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번역 과정의 방향성을 선정하도록 함.
③ 번역 전략 수립. 구체적인 목표 하에 설정된 방향성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번역 전략을 확정함.
단계별 시간 안배를 통해 번역 실무와의 연계성을 도모함.

2) 이해하기 단계
① 관련 정보 수집: 원저자에 대한 정보나 텍스트 주제 지식 획득 단계로, 본격적인 번역에
들어가기에 앞서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함.
② 초벌 읽기(통독): 원저자의 의도와 목적, 원문 전체 내용과 형식적 특성을 파악하여 최종
한국어로 번역함에 있어 위에서 수립된 전략과 상충되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스스로
번역 전략을 수정하게 함.
③ 작업 읽기(정독): 꼼꼼하게 읽고 문장 구조를 분석하며, 사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오역과
직역을 경계하고 텍스트의 제 1 독자로서 원문의 담화 공동체에 참여하여 담화의 의미와 원문의
기능을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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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현하기 단계:
① 학습자들이 어휘, 문장, 담화 및 텍스트 층위에서 한국어 관습에 맞는 번역 글쓰기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함.

4) 수정하기 단계:
① 자가 수정: 번역의 목적을 재검토하고, 정보의 등가성을 확인하며, 도착어 표현의 적절성을
점검함.
② 편집: 어문 규범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텍스트의 응집성과 응결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일관성 있게 편집하는 능력을 배양함.

학습자들은 본격적인 번역 수업 전에 올바른 번역 글쓰기를 위한 기초 능력, 즉 어문 규범,
번역투 등을 교수자의 지도 하에 학습한 후, 다양한 유형과 난이도의 텍스트를 번역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각각의 단계에서 교수자의 개입을 경험하고, 다른 학습자와의 협업을 통해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게 된다. 이후 수정하기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자신과 타인의 번역을 수정하고
평가함으로써 번역 글쓰기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평가 기준표를 제시하고 학습자들은 이를 피드백 하는 과정을 거쳐 번역에
활용할 수 있는 서한 번역 글쓰기 평가 기준표를 마련하도록 한다.

소속(언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
이메일 주소: soyoungines@naver.com
주요연구분야: 통번역학,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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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2009) 기본 어휘표에 기초한 간접결합 우설법에 대한 소고

곽재용(한국외국어대학교)

Gómez Torrego(1999: 3325; 2007:192-193)는 스페인어의 동사 우설법(perífrasis verbal)에 대해서
“Una perífrasis verbal es la unión de dos o más verbos que constituyen un solo ‘núcleo’ del predicado.
El primer verbo, llamado ‘auxiliar’, comporta las informaciones morfológicas de número y persona,
y se conjuga en todas (o en parte de) las formas o tiempos de la conjugación. El segundo verbo, llamado
‘principal’ o ‘auxiliado’, debe aparecer en infinitivo, gerundio o participio, es decir, en una forma
no personal. Según se trata de una u otras formas, hablamos de perífrasis verbales de infinitivo, de
gerundio y de participio.”로 기술하는데 Gómez Torrego(2007:192-193)는 우설법의 결합 유형은
직접결합과 간접결합의 두 가지로 나뉨을 기술하고 후자의 경우 전치사나 접속사를 매개로
이루어진다고 기술한다. Gómez Torrego(1999: 3325)는 ‘Los alumnos tienen que estudiar dos lecciones

más.’와 같은 문장에서 ‘tienen que estudiar’는 tener와 estudiar라는 두 개의 동사가 출현함에도
불구하고 쪼갤 수 없는 단일한 동사 술어로 기능한다고 본다. 이는 우설법의 특성이 단일 술어로
기능하고 복합술어의 특성을 갖지 않는 특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1)

a. Esto viene a costar unas mil ptas.

vieve a costar: núcleo del predicado
b. Juan viene a estudiar a mi casa todos los días.

viene: núcleo de predicado (principal)
estudiar: núcleo del predicado (subordinado)
위 (1a)는 ‘viene a costar ’가 단일 술어로 기능하지만 (1b)는 동사 viene와 estudiar가 각각
술어의

핵으로

기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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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b)는

동사

venir가 전치사 ‘a’와의

공기(coocurrence)가 무조건적인 우설법의 용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Gómez Torrego(1999: 3383)에 따르면 아래 (2)에서 주어를 선택하는 요소는 동사원형인

costar이며 vino는 보어를 명사화 할 수 없는 조동사로 기술한다.
(2)

a. Esta casa vino a costarnos treinta millones.

b. Esta casa nos vino a costar treinta millones.
(3) a. Vinieron a traerme el regalo a casa.
b. Me vinieron a traer el regalo a casa.
그러나 (2)와 달리 (3)에서는 ‘오다’의 의미를 갖는 어휘동사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3)에서는 동사 venir가 조동사로 쓰이지 않아도 접어대명사의 위치가 자유롭지만 ‘*Me vinieron a

casa a traer el regalo.’와 같은 문장은 불가능한데 Gómez Torrego(1999: 3383)는 그 이유는 장소를
나타내는 보어 ‘a casa’가 접어대명사 ‘me’와 같이 나타나는 경우 의미적 충돌을 야기하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결국 접어대명사의 위치는 동사의 의미역적 특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El profesor vino a decirnos que no aprobaríamos.’과 같은 문장이 ‘el profesor vino
(al colegio) para decirnos’와 ‘el profesor {insinuó/dio a entender} «más o menos» que ...’의 두
가지 해석을 갖는데, 전자는 전치사 ‘a’가 우설법에 참여하는 요소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우설법의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에 갖게 되는 해석이므로 중의성을 갖는다. 후자의 용법은
‘근사치(aproximación)’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2)에 나타나는 용법과 유사하다. 아울러
[venir a + inf.]는 사실의 누적(culminación de un hecho: El tiempo vino a darme la razón. (= el tiempo

acabó dándome la razón.)), 성취(logro: Lo vine a saber por ti. (= lo logré saber por ti.), 반복의 집중을
나타내는 의미의 연어(locución de carácter intensivo de lo iterativo: Estábamos todos en sielncio, y

ella venga a hablar (= ... y ella, hablando sin cesar ) 등과 같이 동사 venir는 ‘오다’라는 어휘동사의
의미 외에도 전치사 ‘a’와의 조합만으로 매우 다양한 어휘의미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Gómez Torrego(1999)의 분류기준에 따라 교육과정(2009)에 제시된 동사를 기초로 하여
동사원형과의 간접결합의 우설법이 가능한 형태로는 acabar de + inf., acabar por + inf., deber 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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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 dejar de + inf., empezar a + inf., estar a punto de + inf., haber de + inf., haber que + inf., no

haber por qué + inf., ir a + inf., llegar a + inf., ponerse a + inf., tratar de + inf., tener que + inf.,
no tener por qué + inf., terminar de + inf., terminar por + inf., romper a + inf., venir a + inf., volver
a + inf.와 같이 총 20개가 가능하다. 그런데 교육과정(2009)에 의거하여 집필되어 현재 사용중인
교과서 『스페인어 I(2013)』에는 간접결합의 우설법으로 소개된 내용은 [tener que + inf.]와 [haber
que + inf.](p.186), [ir a + inf.](p.88) 에 국한된다. [empezar a + inf.] 경우는 제시문의 대화에 대한
상황의 부연 설명을 위해 ‘empieza a llover ’가 p. 117, 119에서 2회 사용될 뿐 우설법의 용례에
대한 설명은 없이 p.94의 청해 부분에서 ‘Los clientes _______ a salir.’의 빈칸을 채우는
연습문제로 유일하게 등장할 뿐 현행 교과서는 [tener que + inf.], [haber que + inf.], [ir a +inf.]외에는
위에 제시한 우설법의 용례 및 해당 설명은 전무하며 romper는 더욱이 교과서에 어휘동사로도
사용되지 않는다. 우설법이 동사원형을 취하는 간접결합외에도 현재분사와 과거분사와 직접결합을
통한 용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볼 때 기본 어휘표의 모든 어휘를 활용한다면 가능한 우설법
구문 출력의 가변폭은 교육과정에 기초한 예상보다 훨씬 그 생성가능 표현수가 많을 것임은
자명하다. Plan Curricular(2006)의 경우 간접결합의 우설법에 대해 Perífrsis aspectual로 소개하는 [ir
a +inf.(incoativas)], [acabar de +inf.(perfectivas)], [empezar a + inf.(ingresivas)], [volver a +
inf.(reiterativas)]의 4개와 Perífrsis modales 중 ‘의무’에 해당하는 의미의 [tener que +inf.], [hay
que +inf.]가 수록되는 것에 비추어 본 연구는 향후 국내 교육과정에서는 직접결합 뿐만 아니라
간접 결합의 우설법의 교수-학습의 범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제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본다. 본 연구는 교재나 교육과정에서는 그 수록의 기준을
범주적 혹은 유형적 분류를 통한 제시가 아니라 의사소통 예시문에서 표현의 의미-문법적 특성에
기초한 개념중심 요목으로 재편성 및 재분류하여 수록함으로써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학습자에게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본다.

소속(언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
이메일 주소: jykpato@hanmail.net
주요연구분야: 어휘교수법, 개념중심교수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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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학습에 있어서 속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

김명순(세명대학교)

Ⅰ. 서론

속담은 언어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속담을 통해서 그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의 예지와 정서, 심리
활동 등을 읽을 수 있다. 그러므로 속담은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언어학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어와 한국어는 전혀 다른 언어이다. 그러나 속담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식으로, 보통 삶의 일상과 작업환경 등 친숙한 환경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속담은 상이한 언어 교류에서도 구체적인 사물형상을 통해 동일성을
인식하게 하여 언어 표현에 생동감과 친근감을 더한다. 다른 한편,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있는 가까운 나라이지만 상이한 사회 제도, 역사 배경, 삶의 방식, 민족 습성 그리고 자연
환경 등에 서 오는 문화적 차이로 전혀 다른 표현의 속담이 존재하게 된다. 외국어 속담을 배울 때
우선 속담을 자국어로 전환하는 필수적 과정을 거친다. 전환과정에서 등가전환이 가능한 속담을
자국어에서 찾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유형의 속담은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쉽게
받아들여지고 활용도 용이하다. 그러나 언어의 독립성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등가 전환이 불가능한
속담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에는 해석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속담의 의미와
효력이 다소 상실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속담을 교육적 방법에 연계하여 크게 ‘등가전환 가능’과
‘등가전환 불가’로 분류하고 다시 '등가전환 가능'을 4개 유형으로 ‘등가전환 불가’를 3개
유형으로 세분화시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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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등가전환 가능

한중 양국은 동일 한자 문화권으로서 일부 속담은 원문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전환할 수 있다.
비유, 사고형태, 표현수단을 거의 그대로 옮길 수 있어 원어의 이해와 습득이 용이하며 학습 흥미
유발효과도 크다. 동시에 한중 양국은 정치, 역사, 관습에 따른 문화적 요소 때문에 표현은 완전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속담 형태가 존재한다. 비유의 대상이 된 사물이나 서술 방법이 전혀
다르더라도 등가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속담이 있다. 아래의 1)∼4)에서 '등가전환 가능'을 4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중국어 속담의 표현 형식과 내용이 거의 한국어와 같은 유형을 살피고 이를 통해 한중 문화의
연결고리와 유사성을 파악하고 응용한다.
예: 백문이 불여일견(百聞이 不如一見) / 百闻不如一见(백문불여일견)
2) 중국어 속담과 한국어 속담이 뜻은 같으나 표현 형식에 있어서 일부분만 같은 유형을 살피고
이를 통해 한중 양국의 관행적 표현의 차이점을 비교분석 한다.
예: 청출어람(靑出於藍) / 青出于蓝而胜于蓝(청출우람이성우람)
3) 중국어 속담과 한국어 속담의 표현형태가 전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유형을 살피고
이를 통해 이질적인 표현형식에 내재되어 있는 동질성을 파악한다.
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一朝被蛇咬，十年怕井绳(일조피사교，십년파정승)
4) 중국어 속담과 한국어 속담의 의미는 같지만 표현형식에 있어서 지역적인 색채가 짙어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유형의 속담을 살핀다. 이를 통해 보편적 특성에 지역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는
유형의 속담에 대한 활용법을 모색한다.
예: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 说曹操，曹操就到(설조조，조조취도)

126

1. 등가전환 불가

일부 속담은 표현 형태가 완전히 같으나 내용이 전혀 다르며 혹은 과거에는 같은 의미이었으나
오랜 세월을 통해 서로 다른 의미로 변천된 경우가 있다. 이런 유형의 속담은 자칫하면 등가로
착각하여 오용하기 십상이다. 속담을 타 언어로 전환할 때 등가전환이 불가능한 속담이 꽤 많다.
이럴 경우 상황에 따라 문맥에 맞는 해석적인 표현을 사용해 의미전달을 할 수밖에 없다. 해석적인
표현은 의미전달은 가능하지만 생동감과 음미적인 효과가 결여 될 수밖에 없다. 똑 같은
속담형태로 등가전환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정확한 의미전달과 더불어 속담 못지않은 생동감을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래의 1)∼3)에서 '등가전환 불가'를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중국어 속담과 한국 속담의 표현형태가 같거나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른 유형을 살핌으로써
배경지식의 이해와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 조삼모사(朝三暮四) / 朝三暮四(조삼모사)
2) 중국이나 한국 특정지역의 고유적 색채가 짙은 속담유형을 살피고 이를 통해 강한 고유성을
지닌 속담 번역의 방법을 모색한다.
예: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 / 上有天堂, 下有苏杭
3) 음식 문화적 색체가 농후한 한중 속담을 비교분석하고 상대 언어로 전환할 때 필요한 문화적
차이 극복과 정확한 의미 전달 방법을 모색한다.
예: 내손에 장을 지진다. / 挂羊头卖狗肉(괘양두매구육)

Ⅲ. 결론

본문은 한중 속담의 비교분석을 통해 속담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언어습득
과정에서부터 언어전환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속담은 실제 응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언어습득 단계서부터 내면화하여 한중 관련 영역의 활동에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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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통적인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속담관련 지도는 교실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본문은 속담을 문화와 연관 지어 분석하고 교실에서 속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외국어의 실질적 응용능력 양성에 있어서 속담교육의
필요성과 의미를 증명하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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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경음의》 속 사멸어휘 연구

황신애(서울신학대학교)

東漢 말엽 중국에 전래된 불교는 魏晉南北朝 시기를 거쳐 隋唐시기에 이르러 전성기를 이루게
된다. 隋唐시기에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교 문헌을 한문으로 번역하는 대대적인 譯經사업이
이루어졌는데,

譯經

과정에서

佛經에

나오는

용어의

음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佛經音義書가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佛經音義書는 풍부한 어휘자료를 보존하고 있어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고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佛經音義書 어휘 연구를 통해 계승어휘와 사멸어휘를 고찰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佛經音義書의 대표문헌으로 볼 수 있는 《일체경음의》에 수록된 어휘들
가운데 당시에는 활발히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사멸어휘들을 살펴보고 당시
사용현황과 사멸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어어휘의 전승과 소실을 통해 현대한어의 맥락을
유추할 수 있으며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어휘체계의 기본 골조를 살펴볼 수 있다.

소속: 서울신학대학교 (중국어)
이메일주소: sinaeh@hanmail.net
연구분야: 한어사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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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속지 컬러 필요)

제7분과
인문학적 소양을 위한 외국어 교육
순헌관 418호
발표(한국어 및 영어)
시간

좌장: 이미혜(이화여대)

논문 제목 및 발표자

사회자

재미 동포의 한국어 사용에 나타난 변이 형태 연구
10:00 – 10:25

원미진(연세대)

이미혜
(이화여대)

리버럴아츠 대학의 이문화간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대한 일고찰: 외국
10:30 – 10:55

김은경
(상명대)

어교육 및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오혜경(일본 국제기독교대학)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학습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요구평가

11:00 – 11:25

11:30 – 11:55

민춘기(전남대)
Needs Analysis of Chinese Students in TESOL MATESOL in Korea:
Exploring Chinese Students’ Cultural and Academic Needs

한송화
(연세대)

이동주
(한국교원대)

Xiaofang Yan•조영우(배재대)
발표(영어)

좌장: 이성희(총신대)

온라인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활용한 초·중학교 다독 연계
16:15 - 16:40
권혜경(숭실사이버대)•장경숙(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필리핀 이주민 여성의 영어교사로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16:45 – 17:10

이도경(인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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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경현
(단국대)
김준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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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동포의 한국어 사용에 나타난 변이 형태 연구

원미진(연세대학교)

1.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다양한 언어 접변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재외 동포들의 언어 사용 자료는 한국어가 변하는 모
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며, 7백만 재외 동포들 가운데 2백만 이상의 재미 동포들의 한국어 사용
양상은 재외 동포 사회에서 향후 한국어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본고에서는 재
1

미 동포들의 한국어 사용에 나타나는 특징을 어휘의 변이 형태 위주로 살펴보려고 한다 . 본고에서
는 재미동포 사회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에서 쓰이는 한국어와 달라진
부분을 변이 형태로 부르기로 한다. 본고는 일상 생활 및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양상을 파악하
기 위해 일상 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어휘를 사용할 만한 상황을 고려한 질문과 직업과 관련된 어휘
사용을 알아보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만들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2. 자료 구축 방법 및 분석 결과

재미 동포의 언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재미 동포 50여명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구어 자료
를 구축하였고, 보완적으로 현지 한인 사회의 신문이나 매체 자료에 나타난 문어 형태를 추가 자료
로 보완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은 뉴욕, 애틀랜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및 하와이에 거주하

1

본 논문은 국립국어원 <재미동포 언어 실태 조사>를 수행했던 연구자가 연구 진행 과정에서 모은 자료를 재분석한 것이다. 선행 재
중 동포 및 독립국가연합 동포 대상 연구에서는 한국어에 대한 ‘변종’이라는 용어슬 사용하였는데 재미 동포의 경우에 변종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방언, 사투리, 지역어의 개념과는 다른 시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를 변이 형태로 보고 그 유형을 나누
어 특성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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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미동포 1세대, 1,5세대, 2세대를 골고루 면담하였고, 연령대도 20대부터 70대 남녀 성별이 골고
루 들어가도록 하였다. 각 인터뷰는 30분 이상이 진행되었고, 모든 자료를 전사하였다. 이러한 자료
에서 나타난 언어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접사, 어휘, 구나 짧은 문장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재미 동포의 언어 자료를 통해 분석한 변이 형태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이주민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모국과 시공간적인 단절로 인해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들이다. 이는 언어적 개신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개신형 대신 살아남아 있는 이전 용어들인데
이를 비개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현지의 지배적 언어인 영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한국어
의 사용 맥락 안에 영어 단어나 구, 때로는 절이 삽입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며, 특히 단어 이하 단
위에서는 한국어의 파생접사와 함께 사용되어 혼종어를 이루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한국어
의 구사력이 퇴화되었거나 아직 완전하게 학습되지 못해 발생하는 중간언어 형태가 있다.
먼저 비개신형의 형태로 나타난 것들의 대표적인 예로는 현재는 새로운 용어로 대체되어 사용되
는 지시물을 갖는 이전 용어로 간호원(간호사), 초등학교(초등학교), 소학교(초등학교) 등과 같은 용
어와 한국에서는 사용이 거의 없는 화폐 단위 ‘전’과 같은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두
번째 형태인 영어와 혼종을 이루는 한국어의 형태이다. 혼종어의 변이 형태는 특징에 따라 몇 가지
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형태는 영어 단어에 용언 파생 접사를 붙여 만든 형
태로 ‘-하다’가 사용된 형태이다. 특히 어간 부분에 영어의 명사나 동사, 형용사 뿐만 아니라 ‘메
이비(maybe)하다’‘택케얼(take care)하다’와 같은 다양한 품사가 사용되었고, ‘업(up)되다’와 같
이 ‘-되다’‘-시키다’ 등도 사용되었다.
셋째, 재미동포들 중에 특히 2세들의 경우에 한국어 사용에 있어 규범적인 한국어의 기준으로 볼
때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중간언어 형태’라고 보기로 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형태, 통사, 담
화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정의문문 대답에 있어 대체적으로 영어식 체계에 따른 ‘예, 아니오’ 대답이 나타난다.
② 영한 번역식 어휘의 사용되어 연어 사용에 있어 영어 번역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예
를 들어 ‘농구도 노는(하는)’ ‘ 홀푸드에 가고(다니고) 있어요’ ‘이번 년에는(올해에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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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갖다( 받다)’등과 같은 표현들이 사용된다.
③ 용언 활용에 있어 동사와 형용사의 관형형이 혼동되고 있으며 (신기하는데, 오래지 않는, 답답하
는), ‘써고(쓰고)’ ‘왈 때는(올 때는)’ 과 같은 형태도 나타난다.
④ 조사 사용의 오류에 있어 잘못된 조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조사를 과잉 사용하는 경우가 다
수 관찰되었다.
⑤ 기타 단위 명사를 ‘개’로 단순화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한자어와 고유어 수사 및 수 수관형사
의 잘못된 사용, 구어에서 나타난 현상이긴 하지만 과도한 연결어미‘-고’의 사용 등이 관찰되었다.

소속(언어): 연세대학교 (한국어)
이메일 주소: mwo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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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aches to Enhancing Intercultural Competence:
Language and International Programs at Liberal Arts Education

Hye-Gyeong Ohe (ICU)

Over the past few decades, we have observed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created global
village where people interact on- and off-line across cultures. Due to the increased global
mobility, socio-cultural,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have become closer and complicatedly
intertwined; while at the same time, conflicts, disputes, and misapprehension between groups of
different languages, cultures and religions have increased, as evidenced by the recent cartoons in
French satirical newspapers. To understand, live, and work in the complexities of today’s global
multicultural society, students need to develop a broad range of knowledge and skills, the
capacity to navigate and function in a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abilities
needed to gain employment in the global job market. In all of these regards,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is an essential skill. This research first clarifies the concept of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today’s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society. It then examines various approaches that liberal arts colleges and programs have taken
to develop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their students. This is especially done
through foreign language education (language tables, language tutoring, language residents,
self-instructional language program and others) and international programs (study abroad
program, international internship, international service

learning programs), which are

identified through the website, personal interviews with academic staff and policy makers in
selected liberal arts colleges and programs across East Asia, Europe and the US. This research
concludes with a list of suggestions for liberal arts colleges and programs in East Asia regarding
how to improve their students’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pluriculturalism so
that the students can break out of their ethnocentrism, cross over “horizontally” from their own
culture to others, and become liberally-educated, culturally-aware and globally-minded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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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urope, 2001) : Flexibility in curricular construction, Learner support in English programs,
Maximizing multi-channel learning experience, Using international students as intercultural
communicative resources, Balancing foreign language programs.

소속(언어): 일본 국제기독교대학(ICU) (한국어)
이메일 주소: ohehg@icu.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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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학습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요구 평가

민춘기(전남대학교)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문화학습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요구를 평가하여, 상호문화 학습을
통한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문화학습의 수업 설계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문화학습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서의 문화학습을 위한 수업 설계의 방향 설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셈이다. 학습자의 니즈를 수업 설계에
반영한다는 구성주의 교육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과 미래 인재의 자질을 위해 대학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상호문화 소통 능력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연구문제를 ‘한국 대학의 외국어교육에서 문화학습의 현상학적 특징은 무엇이고,
학생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한

수업

설계의

방향성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으며,

세부

질문으로는 1) 한국의 대학생들은 문화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무엇을 생각하는가?, 2) 문화학습에
대해 생각하는 한국 대학생들의 인식과 요구는 무엇인가?, 3) 인식과 요구 평가 및 관련 이론을
접목한 수업 구상의 방향은 무엇인가? 등이다. 세부 질문은 다시 3개의 구체적인 질문으로 각각
분류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는 데 사용한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 연구와 양적 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문헌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검토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을 비평적으로
성찰하고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였다.

설문조사를

이용한

양적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문화학습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요구평가(Needs Assessment)
이론을

적용하였다.

요구평가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

특정

집단의

지식ㆍ흥미ㆍ태도 등을 연구하는 체계적 접근법이며, 교육 프로그램을 더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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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설문지의 전체 문항 수는
19개이며, 인식 관련 문항은 문화학습 경험 및 이해 등 7문항이고 요구 관련 문항으로는
상호문화 학습ㆍ능력ㆍ소통 등에 대한 간단한 정의와 함께 필요성과 개선 등 6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문항들에서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개의 개방형 문항을 통해 설문에서
언급된 내용을 참고하여 문화학습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게 했다.
집단이나 변인 사이의 비교를 위한 인구통계학 문항은 성별, 계열, 학년, 해외 체류 경험, 문화
개념 등 5개이다. 자료수집을 위해 3개 대학에서 2015년 1학기에 개설한 전공 및 교양 교과목
수강생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SPSS를 이용하여 빈도수, 평균, 집단 및 변인
사이의 차이 등 기술통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상세한 분석과 평가를 위해 설문결과를 코딩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세부적인 결과 분석과 평가는
시간이 필요하나, 전반적으로 볼 때,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예상 외의 결과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문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문항에서는 대체로 성취문화에 답한 응답자가 많은 편이었다.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화학습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묻는 인식 문항들에서는 집단이나 개인의
변인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다. 외국어수업에서 문화학습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요구
문항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현재의 문화학습 내용이나 방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특히 평가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교육적 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겠다. 문화학습의 방법에서는
경험 기반 학습과 활동 중심 수업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역할극과 같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은 학습자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데 성공적이므로 이를 수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뉴미디어를 이용한 가상공간에서 소통 상황에 맞는 문화 관련 자료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도 유용하다. 문화학습을 설계하기 위해 평가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며,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
자기보고서, 문화학습일지, 시뮬레이션, 역할극과 같은 실제 행동이나 사건 대처 능력을 측정하는
대안적인 평가 방식이 수업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소통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상호문화 소통 능력을 지향하는
외국어 학습의 수업 설계에서 목표ㆍ내용ㆍ방법ㆍ평가 등에 대한 학습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문제를 탐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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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s Analysis of Chinese Students in TESOL MATESOL in Korea:
Exploring Chinese Students’ Cultural and Academic Needs
Xiaofang Yan •Young Woo Cho (Pai Chai University)
As newcomers of a host country, international students have to face a range of challenges. This
paper attempted to illustrate Chinese students, as a special group of international students, their
cultural and academic challenges in their pursuing of postgraduate study in a Korea-based TESOL
MA program.

Research purpose(s)/question(s)
This study took Chinese students as the only object of study and presented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needs of Chinese students during their MA TESOL study in Korea, especially
their cultural and academic needs. In order to ensure a smooth study, the researcher set up three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1.

What kind of culture problems have these Chinese students experienced?

2.

What kind of academic challenges have these Chinese students experienced?

3.

What kind of implications do they have for TESOL MA programs in Korea?

Research methods (participants, instruments, data collection procedures)
The study reported on the TESOL MA study experiences of Chinese students at a major Korean
university. 12 Participants were students who had graduated from this program in the past five
years. All of them were required to respond to an email questionnaire and later three of them
took part in the interview due to the limitation of time and restriction of geographic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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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s and pedagogical implications
The study did not just demonstrate Chinese students’ difficulties and problems during their study
in the program level, but also shed light on their cultural needs while living in Korea in a broader
scope. The implications are: 1) Culture sensitivity is a prerequisite for TESOL professionals in
Korea. 2) It is necessary for TESOL MA programs to incorporate after-class language tutoring for
non-native speaking students. 3) It is also vital important to make TESOL classes a community of
learners to promote students’ cooperation rather than competition.

Affiliation: Pai Chai University (English)
Email: yanxiaofang1984@gmail.com
Research Area:Teaching Methodology, NNS in TESOL, Task-Based Language Teaching

142

온라인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활용한 초-중학교 다독 연계

권혜경(숭실사이버대학교)
장경숙(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에서 영어 다독을 시작한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급하면서 다독이
연계되는 양상을 조사하고 연계 양상과 학습자의 읽기 경험, 인식, 태도, 효능감, 전략 간의
상관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영어 다독 연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외국어 읽기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읽기와 상관을 보이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고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B시의 A중학교 재학생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학생들이 참여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 향상도 결과와 설문 문항간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중학교 진급 후에도 영어 읽기가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독서 향상도와 학생들의 읽기 경험, 인식, 태도, 효능감, 전략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어떤 요인들이 연계와 상관이 있는지 추출하였다. 독서 향상도와 요인 간의
상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읽기 태도, 높은 효능감, 효과적인 읽기 전략을 학생들에게
지도한다면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읽기가 중학교에 진급한 후에도 연계되어 읽기 능력이
지속적으로 발달할 것이며 이는 영어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읽기 지도 전략에 대한 제언도 제시한다.

이름: 권혜경
소속(언어): 숭실사이버대학교 (영어)
이메일 주소: hkwonster@gmail.com
주요연구분야: 영어독서, CALL,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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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장경숙
소속(언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영어)
이메일 주소: kschang@kice.re.kr
주요연구분야: 교사교육, 교육과정, 언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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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pino Women as English Teachers

Dokyong Yi (Inje University)

As the demand for English education is increasing, the demand of Native English speaking
teachers is rising, especially in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However, Native English
speakers without teaching qualifications are more likely to be hired as EFL teachers than
qualified and experienced nonnative English speaking teachers, especially outside the United
States (Amin, 2000; Braine, 1999; Canagarajah, 1999; Rampton, 1996). Due to the low number of
Native English speaking teachers, the Korean government is suggesting that Filipino Women be
used as English teachers as an alternative. At this point, we must ask ourselves a question why
the administrator and recruiters do not utilize Korean English teachers instead of Filipino
women.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nglish use in the Philippines, to examine the Filipino
English teacher trainees’ credential with their diagnostic essays, and to compare their result with
Korean college student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are: (1) is English Filipinos’ native
language? (2) are Filipino Women in Korea qualified to teach English based on the error analysis
of their diagnostic essays? (3) what are the linguistic features found in their diagnostic essays?
(4) is their written English better than Korean college students’ diagnostic essays based on the
comparison of the two groups?
According to census data, 99 percent of Philippine households speak Filipino or Tagalog as a
first or second language. Social Weather Station, in a 1994 survey, found that 56 percent of
Filipinos could speak English as a second or third language. Reports estimate that a very small
number (approximately 30,000), speak English as a first language; most of them are Americans
living in the country. The 2008 Functional Literacy and Mass Media Survey (FLEMMS) released
by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in September 2010 showed that one of every 10 Filipinos age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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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64 were functionally illiterate, or had a time reading, writing, computing and understanding.
The survey was administered on a sample of some 70,000 Filipinos nationwide.
Findings from the Filipino participants show that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errors are
related punctuation usage (comma and hyphen), vocabulary (word choice), verb usage,
redundancy, and even as basic as capitalization usage. Results from the comparison of the two
groups show that the percentage of the Filipino participants’ written error was 14% while the
percentage of the Korean participants was 17%. The Filipino participants showed only a 3% less
chance of making errors than the Korean participants did. The findings would give us some ideas
on the qualification of Filipino women in Korea as English teachers. With increasing illiteracy,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at English education in the Philippines is better than English education in
Korea.

소속: 인제대학교 (영어)
이메일주소: yiyidodo@hanmail.net
주요연구분야: 음성학, 영어발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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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생들의 아랍어 학습 동기 분석: 아랍 문화적 요인의 고찰

최진영(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학습 및 학습동기에서 문화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1950년대부터 언어학습
프로그램에 문화적 요소를 개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응용언어학자들은 제 2외국어
또는 외국어 학습이 해당 언어사회의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어학습과 문화간의 밀접한 관계는 이론적으로 입증되었고, 실제로 문화적 요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습자들의 경우 언어습득 또는 학습의 능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결과가 많이
발표되었다. 언어가 문화적 사실을 전달하거나 구체화 한다는 전제하에 문화적 이해가 부족할 경우,
학습자들은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해당언어의 학습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특히,

제

2외국어

또는

외국어에

대한

통합적

학습법이

지향하는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의 향상은 문화적 요소의 이해를 전제로 하는 적합한
언어사용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랍어 학습에서 아랍 문화적 요소에 대한 학습자들과
교사들의 올바른 이해는 학습능력의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아울러 문화적 요인은
학습자들의 학습동기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학습능력을 향상시켜준다.
본 논문은 한국학생들의 아랍어 학습에서 문화적 요인의 역할과 학습동기의 유형 및 양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아랍어 학습자들을 아랍어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구분하여 학습동기에 대한 2개의 유형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첫째, “아랍어를
어떻게

학습하게

되었는가?”를

묻는

학습

개시(trigger)와

둘째,

“아랍어를

현재

왜

학습하는가?”를 묻는 학습 목적(orientation)에 대한 동기를 물었다. 아울러 국내 2개 대학에서
아랍어를 가르치는 교수들에게도 교육 프로그램에 아랍문화적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 및 학습향상을 위해 필요한 문화적 소재는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학습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크게 두 개의 범주 즉, 내형적 동기와 외형적 동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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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였다. 그리고 아랍어 전공자, 비전공자 각각 학습개시 동기와 학습목적 동기가 내형적인지
외형적인지를 분석했다. 내형적 동기는 자기만족을 위한 것으로 아랍어를 배우는 이유가 아랍문화,
정치, 사회, 역사, 종교에 대한 관심과 여행, 대화 등과 같은 자기만족을 위한 동기들이다. 반면,
외형적 동기는 자신의 목적 실현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실행을 통한 목적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직업취득, 학점, 졸업, 교사임용, 타언어와의 차별 등이다. 전체적으로
한국학생들은 아랍어 학습에서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교수들도 학생들이 관심을
갖거나 흥미를 갖는 다양한 아랍문화적 소재를 발굴하고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적합한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학습 동기 분석에서 아랍어 전공자들의 경우, 학습개시 동기나 목적 동기가 대체적으로
비전공자들보다 외형적 특징을 더 취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아랍어 전공자들의 아랍어 학습이
자기만족 보다는 취업기회 확대나 학점취득 등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것임이 밝혀졌고, 이러한
현상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두드러졌다. 반면, 비전공자들은 전공자들보다 학습동기가 내형적
특징을 취하고 있었다. 비전공자들은 실용적인 목적보다 자기만족을 위해 아랍어를 학습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아랍어 학습에서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이 입증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소재가 포함되는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공자들의 학습동기가 너무 외형적 특징에
치우침에 따라 언어와 문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통합적 동기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
이메일: iliyas@hanmail.net
분야: 통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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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어 VP일치에서 학습자들이 범하는 문법적 실수

정규영(조선대학교)

Ⅰ. 서론
자심(1966a)은 아랍어를 외국인이 배울 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에
봉착하지만 이 가운에 가장 어려운 점을 쓰기라고 하였다. 쓰기의 어려움은 문법에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쓰기의 실수는 외국인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육받은 원어민들도 범하게 된다. 특히 SVA
부문( Subject Verb Agreement; 주어 동사의 일치)에서 실수를 범한다.(Saiyyed, 1988)
예)

a. saha al-diku fawqa al-wuri kulla yawn

?

the cock crowed above the wall everyday
b. al-'ustadhah ya'kulu al-'aruz

?

The female teacher he-eats rice.

Ⅱ. 부문별 분석
일치에서 아랍어의 동사는 주어의 성, 수, 인칭에 일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동사의 경우
접사(접두사, 접요사, 접미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1. 인칭(Person)
아랍어의 동사는 3인칭(1인칭, 2인칭, 3인칭)에 따라 활용한다. 인칭과 그 주어(명사/대명사), 동사의
활용형은 일치해야 한다. 아랍어의 대명사는 14개가 있으며 동사의 형태는 그에 따라 다르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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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Number)
아랍어의 수는 단수, 쌍수, 복수로 나뉘며 동사는 수에 따라 어형변화한다.

3. 성과 시제(Gender and Tense)
아랍어에는 두 가지 성(남성과 여성)이 있으며 동사는 이에 따라 어형변화한다. 시제 또한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에 따라 어형변화한다.
위에서 언급한 부문에서 학습자들의 문법적 실수가 발견된다. 아부 쿠다이리(1994: 49)에 따르면
이런 실수의 연구는 최근에 소수의 학자들이 관심을 두었을 뿐이다.
예)

ana 'aktubu al-bariha

?

I write yesterday

Ⅲ. 아랍학자들의 언어적 실수 분석
고전아랍어 문법학자와 사전연구자들은 일찍이 12세기 전부터 언어실수를 연구했다. 언어실수는
tahrif(deviation),

tashif(misreading,

mispronunciation,

miswriting),

ratana(jargon),

lahn(solecism),

ghalat(mistake or error), 'awham(false impression), zalat lisan(slips of the tongue) 등의 용어 하에
다루어졌다. 이 용어들은 오인 혹은 오해로 인한 언어의 부정확한 사용과 실수로 정의되었다(Ibn
Makki, pp. 41~45)
이븐 마키가 이 분야에서 행한 중요한 연구는 tathqif al-lisan wa talqih al-janan 즉 Sharpening the
Tongue and Enriching the Mind 란 제목으로 463쪽에 달한다. 그가 설명한 실수 해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예)

a. Tala`at al-qamar

?

the moon rise
b. inqala`a sinna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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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tooth pulled out
Ⅳ. 결론
아랍어의 부정확한 사용은 모국어 화자나 아랍어 학습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발견되며 이 실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을 교육을 초기에 실시한다면 아랍어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소속(언어): 조선대학교 (아랍어)
이메일주소: kyjung@chosun.ac.kr
연구분야: 초보자를 위한 아랍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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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아랍어 교육의 현황과 발전방안
-2007 교과교육과정의 기본어휘를 중심으로-

장세원(단국대학교)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아랍어Ⅰ 과목이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아랍어를
공부한 학생 수가 극소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수험생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문항의 난이도가 타교과목에 비해 현저히 낮아 영역 내 교과목 간 유∙불리에 대한
지적이 많다.
이에 본 논문은 고등학교 아랍어 교육의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여 아랍어 교육의 정상화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구주제와 방법이 제시될 수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제일 먼저 고등학교 교육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교과교육과정을 조사, 분석할 것이다.
고등학교 아랍어 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부터 시작되었다. 교육과정은 기초적인 아랍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용 기본 어휘를 선정하고, 교과서 및 교재 개발, 각종
시험 문제 출제에 기본 어휘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랍어 기본 어휘는 적용과 실행
단계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되어, 아랍어 교육자들 간 많은 논쟁이 오고 갔으나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7 교과교육과정의 기본 어휘 구성, 내용을 고찰하여 고등학교
아랍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2015 개정 교과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기본
어휘 선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007 교과교육과정 기본어휘를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서는 범주의 모호성,
표현의 중복성, 표현의 오류 등이 지적되었고, ‘기본 어휘 지침’은 기본 어휘 사용 제한 요소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 다양한 어휘 활용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기본 어휘(표)’는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각 부문별 어휘가 고루 제시되지 않는 등 다수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사안별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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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언어): 단국대학교 (아랍어)
이메일 주소: sewonwahid@hanmail.net
주요연구분야: 아랍어교육, 아랍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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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어 교육에서의
문어체와 구어체의 특징 및 방법론

이규철(부산외국어대학교)

1. 머리말
아랍어는 문어체와 구어체라는 이중어체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아랍어 교육현장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준다.
이 논문에서는 문어체와 구어체의 차이를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유형론, 어휘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아랍어의 특징
이중어체구조(양층언어구조)
(1) 문어체: 서기 7세기 이래로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어휘와 통사면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이는
고전아랍어와 현대표준아랍어
(2) 구어체: 현대의 모든 아랍지역에서 각기 조금씩 다른 형태를 갖고 쓰이고 있는 현대 아랍어
방언들, 여기에서는 주로 이집트아랍어 중심으로 다룸.

3. 두 어체의 차이
3.1 음운론
3.1.1 자음
(1) 치간마찰음(ṯ, ḏ) → 폐쇄음(t, d) 또는 치마찰음(s, z)
(2) 유성구개폐쇄음(j) → 연구개음 g(이집트아랍어)
(3) 무성목젖폐쇄음(q) → 고전발음을 유지하는 일부 단어를 제외하고는 성문폐쇄음(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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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연구개폐쇄음(g)
(4) 강세음화 현상의 정도가 방언에 따라 차이
(5) 성문폐쇄음(ʔ) → 탈락 비율이 높음.
3.1.2 모음
i-모음화, 단음화, 장음화
3.1.3 음절
문어체에 비해 구어체의 음절수가 적음.
구어체에서 연접 어휘의 음절 공유가 일어남.
3.1.4 강세
구어체에서 강세는 문어체에 비해 끝에서 두번째 음절에 오게 됨.

3.2 형태론
(1) 명사류(격모음) 및 동사(법모음)에서 마지막 단모음 및 탄윈의 탈락
(2) 명사 제외한 품사(대명사, 형용사, 동사)에서 쌍수형 및 여성 복수형이 사라지고 남성
복수형으로 일치함.
(3) 수사의 단순화(남녀 성의 구분이 없어짐)
(4) 관계사(관계대명사)의 단순화(문어체에서 allaḏī의 변화가 구처에서는 illi로 단순화함)

3.3 통사론
(1) 구어체에서 의문사가 후치함.
(2) 주격형 대명사의 사용 빈도가 높음.
(3) 부정어의 차이
문어체에서 명사문과 동사문에서 부정어의 사용이 다양함.
구어체에서 ma－š 등의 이중부정어, miš 등을 사용함.
(4) 시제표지어의 차이
문어체에서는 미래표시어 saw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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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어체에서는 현재와 미래에 각각 bi-와 ḥa-를 미완료형에 접두시킴(구어체 방언에 따라 접두사가 다름).

3.4 유형론
문어체 VSO → 구어체 SVO
이 구어체 현상은 문어체의 일종인 현대아랍어에서도 적용됨.

3.5 어휘론적 측면
문어체와는 달리 구어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어휘가 많음(ʔaywa, kuwayyis, rāḥ 등). 따라서 이들
어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구어체에서는 아랍어화 되기 이전의 원주민의 언어가 기층언어가 되어서 음운, 형태, 특히 어휘
등에 영향을 미침. 이집트아랍어에서는 이집트어의 후손어인 콥트어가 어휘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침(sitt ‘여자’, idda ‘주다’).

4. 맺음말
아랍어 교육에서 문어체에 대한 학습 외에도 실제적으로 일반서민이 사용하고 있는 구어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있어야 하며, 문어체와 구어체의 상관관계에 따른
교육방법이 중요하다. 즉 문어체를 바탕으로 하여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규칙을 설명하여, 구어체가 문어체와 별도의 언어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소속(언어): 부산외국어대학교 (아랍어)
이메일 주소: yikc@bufs.ac.kr
주요연구분야: 아랍어 언어학, 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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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 교육과정 수시 개정의 문제점과 접합성 확보 방안

김정렬(한국교원대학교)

2003년 수시 교육과정 개정 체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과거의 1차에서 7차에 이르는 차수에 따른 구분
방식 대신에 개정 연도를 밝혀 2007 개정 교육과정, 2008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2009 개정 교육과정
등으로 명명하고 개정 횟수도 빈번해지고 있다. 잦은 교육과정의 개정과 교과서의 개편은 빨리 변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을 수시로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령기에 기본적으로 3-4번씩 교과서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뿐만 아니라
수업시수, 교과서의 외형적 체제가 바뀌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념적 성향이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먼저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교과서를 대폭적으로 바꾸는 일이 되풀이 되는데 이러한 예의
정점에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8년도 수업시수를 증가하는 영어과 수시 개정,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소개되고 연이어 새로운 교과서가 현장에 도입되면서 교사들도 교육과정의 목적, 내용, 방법의 차이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있다. 2011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 된 학생들은 2008교육과정
국정교과서를 배우고, 6학년 때는 2007 교육과정 검정교과서를 배우고, 중학교 1학년 때는 2009교육과정
교과서를 배우는 3번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서 3개의 다른 종류의 교과서를 배우게 되는 학생들도
생기게 되었다. 교과서의 경우 동일 교육과정 체계 내에서는 초등학교 학년군간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급간 수직적 연계성이 담보되어 있지만 상이한 교육과정 간에는 내용과 방법의 접합성과 수직적
연계성을 담아낼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3번의 개정 교육과정 경험을 하는
학생들은 교과서의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인 공황과 내용의 절벽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접합성(articulation)이란 학교 급이나 학년 급을 고려하여 종적으로 교육 내용을 접합하게 배열하는
수직적 연계성과 교육과정 내용을 조직할 때에 사용하는 계속성(continuity), 계열성(sequence),
적절성(relevance)을 포괄하는 개념이다(황규호, 1999; 김진숙, 2006; 2013). 그런데 교육과정의 접합성을
생각할 때에 당해 교육과정의 접합성만을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학생들이 실제로 교과서를 통해서
경험하는 교육과정은 당해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재학기간 동안에 바뀌는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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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으로 학교 현장에서 받아내야 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육과정 내의 접합성 만큼이나
교육과정간의 접합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과정 간 접합성은 교육과정 개정이 수시개정 체제로
바뀌고 교과서가 빈번하게 바뀌면서 더욱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착안하였다. 교육과정의 현장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감적인 접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해 교육과정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점과 수시교육과정 개편 체제 이후에 잦아진
교육과정 개편의 횟수로 인해서 초래되고 있는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간 접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수행된다면 교육과정 간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영어
교과서의 접합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접합성을 분석하는 도구와 절차가 개발될 것이며, 접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제안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접합성 용어는 다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접합성은 원래 학교급간, 학년간, 학기간 교육 체재나 내용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교육내용의 연결 정도를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들이
체감하는 교육과정 간 학년이나 학교급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교육내용과 방법의 연결 정도를 지칭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보고 있는 연결지점은 초등 3-4학년군이 끝나고 초등 5-6학년군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될 수 있는 초등 4학년과 초등 5학년, 초등학교 과정이 끝나고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될 수 있는 초등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될 것이다. 접합성의 중요한 하위 개념으로
계속성과 계열성이 있는데 전자는 교육 내용과 방법의 반복성을 뜻하는 것이고 후자는 교육내용과
방법의 수직적 복잡성의 증가를 뜻한다. 다시 말해, 영어교과서의 접합성은 교육 내용의 적절한
계속성과 계열성이 반영되어서 교과서의 교육 내용과 방법이 반복되고 심화 확대되어 가는 나선형
교육과정이 되도록 하는데 주목한다. 이러한 나선형 교육과정은 문서상의 내용이기 보다는 교사와
학생이 호흡하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나선형 교육과정은 결국
교육과정 간 나선형 교육과정의 접합성을 전제로 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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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보듯이 접합성은 각각의 2007 교육과정과 2008 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 2011
교육과정 내에서 접합성이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간에 학생들이 체감해가는
교과서를 통해서 이들 교육과정 사이에 내용과 방법의 계속성과 계열성을 전제로 하는 접합성이
유지되어야 교사와 학생들이 각각의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체험할 때에 영어과 교수학습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은 계속된 발달의 과정인데 교육과정의 개정은 학교나 교육의 내적인
문제보다는 외적 세력에 의해서 수정되고 하달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 들어서는 교육과정 개정이
너무 빈번하게 수시로 이루어져서 전문가들조차도 개정 교과서와 해당 교육과정의 변화를
따라가기가 힘든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교육과정이 존재하고 학교는 교육과정을 따라서 교육한다.
따라서 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상위 학년군으로 진급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에 익숙한 것을
떠나서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에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동일 교육과정
내에서와 같이 자연스럽고 적절하다면 학생들의 심리적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동일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급간의 접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연구는 누리과정, 초등교육, 중학교
사이에 교육과정의 총체적 측면에서 김진숙(2013)의 연구가 있고 초등학교 영어교육과 중학교
영어교육의 연계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나 주장은 초등학교 영어가 1997년에 시작되고 이들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던 2001년부터 박약우, 박기화, 최진황과 이소영(2001)의 연구를 시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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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이완기, 최연희, 부경순, 이정원(2001)은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목표와
중학교 영어교육 목표의 상이함을 지적하고 목표의 차이에서 오는 내용과 방법의 상이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뒤에 구체적인 연계성을 살펴본 연구들로 현장교사들인 최순주(2003),
최은선(2004) 그리고 한지영(2010)이 미출간 석사학위 논문의 형태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의 연계성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뒤에 영어교육지에
출간된 김정렬, 천윤희(2008)의 연구도 코퍼스 분석을 활용한 어휘의 연계를 주로 다루고 있었다.
영어과 교육의 접합성을 높이고자 할 때, 학생들의 학년간 교육내용과 방법의 접합성이 교육경험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과정보다 교과서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영어과 교육과정보다는 영어 교과서를 교육과정 간의 접합성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구현은 현장 교사들에 의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학생들도
교육과정을 교과서와 교실 수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간의 접합성 탐구는
학생들이 순조롭게 개정 교과서에 접근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 될 수 있다.
둘째로, 영어과 교과서는 동일한 교육과정 하에서는 엄격한 검정과정이 있지만 상이한 교육과정
간에는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판형이나 글자의 크기, 교과서의 그림, CD-ROM과 같은 외형적인
체제와 단원의 수, 단원의 구성, 차시별 분량과 같은 내적 체계가 서로 상이하다. 또한 교과서
개발자는 교육 가능성과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교과서의 체재를 다양하게 설계하고 있고 다양한
제재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간의 접합성 문제가 교육과정 자체보다는 교과서에 더욱
증폭되어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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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and Flipped Learning
For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정명기(서울송정초등학교)

현재 초등영어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교과서를 온전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고,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립드 학습이 스마트 기기 및 최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은 실생활에서 겪는
감각과 경험이 사고와 행동에 깊이 작용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영어 교과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은 감각 및 놀이 활동, 찬트와 노래 부르기 등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그러므로 제스처를 통한 감각 교육이 중시되는 AIM은 다양한 감각과 경험을 통한 학습이 중시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적합한 교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적인 방식의
초등영어 수업과 플립드 학습 방법, 제스처 기반의 AIM 교수법의 효과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해 보았다.
AIM은 Accelerative Integrated Methodology의 약어로 캐나다인인 Wendy Maxwell이 캐나다에서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20년 이상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유창한 초기 학습자의 제2외국어 습득을
위해 고안한 교수법이다. Wendy Maxwell은 캐나다의 Core French Program이 학생들의 프랑스어
습득에 미치는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하며 외국어 초기 학습 단계에서 의사소통을 위한 빈도 높은
어휘와 문법구조로 구성된 언어 기반을 형성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반면 플립드 학습이란
직접적인 교수가 집단 학습 공간에서 개인 학습 공간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집단 공간에서는 기존
전통적인 수업보다 활동적이고 상호작용이 많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며, 이러한 학습 환경에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학습 내용에 창의적으로 참여하고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교육적인 접근을 말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소재 S초등학교 4학년 2개 반을 대상으로 한다. 4학년
6개반 중 2개반을 선정하여 교과서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을 그대로 실행하는 통제반과 AI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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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영어수업을 하는 실험반으로 나누고 각 교수법에서 플립드 학습을 하는 조건과 플립드
학습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분하여 AIM과 플립드 학습이 각 집단의 영어 능력과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실험반과 통제반 모두 24명으로 학생 수가 같으며 실험반과 통제반 두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영어 능력(듣기, 말하기, 읽기)과 정의적 영역에 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 모두 표준편차가 비슷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평균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한 집단으로 가정하였다. 사전 검사를 통해 동일집단으로 판명된 두 집단에 대해 각각
다른 실험처치(교수법)를 적용한 후 플립드 학습 여부에 따라 영어학습 및 정의적 영역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 설계로 이원분산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동질집단으로 선정된 4학년
2개 반을 대상으로 16주 동안 주 2회, 정규교과시간을 통하여 영어를 지도하였다. 매 단원 실험반은
AIM을 활용한 영어수업을 실시하였으며, 통제반은 정규 교육과정대로 의사소통 중심 수업을
진행하였다.
AIM 교수법과 플립드 학습의 효과를 분석 한 결과, 첫째 AIM 교수법은 본 연구에서 평가한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능력 중에서 영어 말하기 능력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실제 AIM 교수법의
경우 다양한 활동을 통한 시각적, 청각적, 조작적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짧은 4주간의 AIM 교육으로 말하기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플립드 학습은 본 연구에서 평가한 영어 듣기, 말하기, 읽기 능력 중에서 영어 듣기와
말하기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이는 플립드 학습이 학생들로 하여금 미리 수업 전 영상을 통해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제 수업 시간에 학습 할 때 큰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읽기 학습에 있어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플립드 학습이 읽기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 구성에 더욱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AIM 교수법과 플립드 학습은 학생들의 흥미도, 참여도,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AIM 교수법과 플립드 학습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신감을 부여해주며,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AIM 교수법으로 영어를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 플립드 학습을 실시한 학생들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것으로 보아, AIM 교수법과 플립드 학습의 병행이 학생들의 영어 능력 및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AIM 교수법이 가지고 있는 제스처를 통한 시각적, 청각적, 조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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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법과 더불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미리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연습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플립드 학습이 진행된다면, 학생들에게 영어능력 및 정의적 영역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속(언어): 서울송정초등학교 (영어)
이메일 주소: jmgedic@naver.com
주요연구분야: SMART 영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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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속지

제9분과
창의인성교육과 외국어 교수방법
순헌관 421호
발표(영어)
시간

좌장: 이문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논문 제목 및 발표자

사회자

창의・인성 교육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10:00 – 10:25

전영주(목원대)

김윤규
(한국교원대)

최원일(사동초)

조혜원
(극동대)

융합을 통한 영어 교과에서의 창의인성교육
10:30 – 10:55
담임이 지도하는 초등영어 창의인성교육의 담화분석
11:00 – 11:25
박우영(한국산업기술대)

박상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Too-muchiness of Big Data overcome in Elementary EFL
11:30 – 11:55
Bryan Stoakley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발표(영어)

오마리아
(전주교대)

좌장: 강동호(서울과기대)

수업시연 자기분석과 영어 능숙도가 예비 영어교사의 교사언어에 미
16:15 - 16:40

원은석
(목원대)

치는 영향
최윤희(총신대)
스마트단말기 활용도 비교를 통한 스마트 영어교육 수행방법 제안

16:45 – 17:10

원은석(목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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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성 교육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전영주(목원대학교)

1. 창의・인성 교육
창의적 인성교육의 특징은 첫 번째, 포괄성이다. 창의인성 교육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타인, 전 지구적 문제의 창의적인 해결까지 모두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가정교육을 통해서 유아단계부터
종합적으로 함양해야하는 자질로 종합성이다. 세 번째, 즐거움, 스스로, 중요한 등과 같은 긍정적
이미지의 미래지향적인 특징을 지니며, 마지막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동시에 함양하는 교육이다.

<그림 1> 창의 인성 교육의 요소(교육과학기술부, 2010b)
위 <그림 1>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요소들이다. 요소들을 크게 창의적
교육 요소, 인성 교육 요소, 문화 및 풍토 교육 요소 3가지로 범주화시켜 각각의 요소들을
나열하였다.

2. 연구 대상
창의인성 교육과 관련한 학생 설문에 참여한 총인원은 4,141이었다. 이를 학교급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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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이 각각 833명(20.1%), 1,301명(31.4%), 2,007명(48.5%)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2,073명(50.1%), 중소도시가 1,376명(33.2%), 농산어촌은 692명(16.7%)이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4, 5, 6학년생들이 대부분으로 각각 130명(15.6%), 189명(22.7%),
419명(58.9%)이었으며,

중학생은

1학년생

575명(44.2%),

2학년생

359명(27.7%),

3학년생

365명(28.1%)이였다. 다음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1학년생 980명(48.8%), 2학년생 759명(37.8%), 3학년생
266명(13.4%)이었다.

마지막으로

성별

비율은

남,

여

학생이

각각

2,056명(49.6%)과

2,085명(50.4%)으로 거의 동일했다.

3. 창의・인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생 설문 결과
창의인성 수업 실시 후 이전의 수업방식과 달라진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학생의
71.0%인 2,939명의 학생들이 수업방식의 차이가 있었다고 응답해 대다수의 학생들의 창의인성 수업
실시 전과 후의 수업방식의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 창의인성 수업 실시 후 수업에 있어 달리진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학생의 44.8%가 다양한 체험활동이 많아졌다고 응답해, 학생들이
느끼는 창의인성 수업의 가장 큰 차이는 체험활동의 증가로 나타났다. 창의인성 수업 실시 이전에
비해

창의인성

수업

실시

이후

자신의

수업

참여가

증가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75.5%(3,126명)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창의인성 수업 실시 후
수업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인성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가
달라진 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37.3%의 학생들이 더욱 흥미롭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교과교실제가 실시되고 있느냐는 응답에 대해 78.0%(3,230명)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변하여, 4/5에
가까운 학교에서 교과교실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교실제 수업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절반 이상의 학생들(56.5%)이 학습의 효과가 높아짐을 선택해, 교과교실제 수업을 통한
학습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교실제 수업이 자신의 학습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42.7%의 학생들이 교과학습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답해, 앞선 문항의 교과교실제 수업의
장점으로 지목되었던 학습 효과의 향상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모였다.
블록타임제 실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68.7%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는 거의
70%에 달하는 높은 비율이었지만, 앞서 살펴본 교과교실제 실시 여부에 대한 응답(78.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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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서는 약 10% 정도 낮은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교급별로 살펴보았을 때, 초등학교의
실시 비율이 86.2%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73.4%), 고등학교(58.4%)로 올라갈수록 점점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블록타임제 수업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32,3%의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블록타임제 수업이 자신의 학습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40.6%의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창의인성 교과수업에서 사용되는 평가방식에 대한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72.3%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평가방식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의 참여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응답이 33.0%로
가장 높았다. 수업 중에 사용되는 보조교구들의 학습에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다수의
학생들(81.9%)가 그렇다고 답해, 보조교구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97.0%의 학생들이 긍정적 의견을 내놓아 거의 모든 학생들이
보조교구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85.3%)과 고등학생(73.3%)의
경우 초등학생보다는 긍정적 의견의 비율이 다소 낮았다. 보조도구들이 도움을 주는 부분에 대해
묻는 질문들에 대해 44.4%의 학생들이 학습 내용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답하였다.
창의인성 수업 실시 후 교과 학습 내용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3.7%의 학생들만이 그렇다고 답해, 교과 학습 내용의 양적인 축소는 학생들이 크게
실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창의인성 수업 실시 후에 교사들의 수업방식이 달라졌다고 인지하고 있고
다양한 체험 활동의 기회가 주어지고 증가한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 스스로도
창의인성 수업 실시 후에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학습의 효과가 높아졌다고 했다.
많은 학생들이 교과교실제 수업이 자신의 교과학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해, 학습
효과의 향상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모였다. 블록타임제 실시는 초등학교의 실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중학교가 다음으로 높았고 고등학교는 더 낮아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블록타임제가

학생들에게

체험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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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실습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체험활동으로 학습에 흥미를 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언어): 목원대학교 (영어)
이메일 주소: ipeuni2@daum.net
주요연구분야: 영어수업관찰, 멀티미디어 활용 영어교육, 영어교육정책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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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을 통한 영어 교과에서의 창의인성교육

최원일(사동초등학교)

본 연구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융합 수업사례를 살펴보고, 공교육에서 영어교과 창의인성
교육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S초등학교 5학년
한 개반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교과융합 영어수업은 담임영어 시간에 8주 동안 8차시에
걸쳐 실시하였다. 학습주제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세계시민으로서 환경문제에 대해 배우고
고민할 수 있는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과 푸드마일리지(Food Miles)를 실시하였다. 영어학습의
경우 본 수업을 위한 디딤학습으로 주제관련 어휘와 문장을 하루에 10분씩 꾸준히 학습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활동에 창의인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였고, 배운
내용을 학생이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었다.
자료분석 및 수업분석은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경우 창의인성교육방법에 따라 수업활동을
분석하였다. 수업동영상, 교사수업일지, 학생소감문은 학생들의 활동 모습, 학생과의 상호작용, 학습
분위기 등을 창의인성 교육요소에 비추어 분석해 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방법 및 내용에 있어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소재 및 아이디어는 현행 교과서에서
추출하거나 재구성 하였다. 창의인성 함양이 가능한 소재인 ‘탄소발자국’과 ‘푸드마일리지’는
2009 개정교육과정의 5학년 사회, 실과에서 소재를 가져왔다. 수업 활동과 연관된 창의적 교육
요소에는 주로 사고의 확장, 문제 해결력, 호기심, 흥미, 몰입, 배려, 행동실천력이 있었고,
창의인성교육 방법은 마인드맵, 창문그리기, 모둠동심원 등이 사용되었다.
둘째,

매

차시

4가지

영어의사소통기능을

골고루

익히고

사용하였다.

언어학습에

있어

‘탄소발자국’과 ‘푸드마일리지’를 학습하기 위해 익혀야하는 새로운 어휘와 문장이 많아
‘학습의 언어(Language for learning)’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셋째, 수업동영상, 교사일지, 수업소감문 분석에 따르면 수업 중에는 아는 것을 나누면서 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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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익혀나가며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동료학습이 점차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영어를 사용할 때 서로 도와가며 가르치기, 찾아보기 활동을
통해 모르는 것을 해결하며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사회, 실과시간에 배웠던
환경에 관련된 내용을 영어 시간에 더 심화하여 배우면서 다양한 사고를 하고, 환경문제를
실생활과 연관시키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영어 교과에서 교과융합을 통해 학교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창의인성교육
방안을 실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다른 과목에서 추출한 다양한 소재를 재구성을 통해
영어에 접목함으로써 영어 학습이 다양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창의인성은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 있는 주제를 통한 학습,
창의인성 요소를 접목한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어과 교과
융합에 필요한 영어 어휘와 문장은 디딤 학습을 통해 수업에 적용할 수 있고, 영어의사소통능력이
신장됨을 알 수 있었다. 교과 융합 수업을 통해 효과적인 영어 학습, 수업에 활용되는 소재의
다양화로 학생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실천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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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ing Through the Discourse of Creativity & Character Education in a
Homeroom Teacher Driven Primary Class
Wooyoung Park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Since the enactment of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he wave of research has been
conducted about the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in various levels of English classroom.
Most of the the research mainly dealt with external aspects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such as recognition or attitude of teachers and students, effects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and instructional models. However, it is not still unknown how the teachers and
students interact in the environment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Accordingly,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discourse of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in Korean
public primary English classroom and analyze its interactional characteristics. Data were collected
for a month through video-recordings of five sessions of a sixth grade primary class taught by a
male homeroom teacher working in a public school located in the northeastern part of Seoul. The
teacher developed five teaching topics and plans about intercultural awareness. The instruction
was delivered in both Korean and English as usual. All the collected session were transcribed by
following Jefferson System (Jefferson, 1984). The sequential analysis of Conversation Analysis
(CA) was employed as a main analytical method for the transcribed data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the ways the classroom members interact each other in comparison to ordinary
English class. The results of the data-driven analysis showed as follows. Firstly, the utterances
produced under creativity and character instruction were more extended than ordinary instruction,
particularly in terms of clarifying and confirming each other’s talk. In addition, the students
produced more various responses arranging from convergent to divergent tokens toward the
teacher’s initiation. Moreover, the teacher’s interactional utterances were accordingly employed
to encourage learners’ voluntary reactions in the next turns at the talk. These imply that more
active interaction between the teacher and students can be fostered in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only when legitimate contents and materials are accompanied. This study,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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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s that the homeroom teacher driven instruction be an alternative choice for effective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in the aspects of content availability and rapport building
process.
Affiliation: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English)
Email: kpu.eduranger@gmail.com
Research interests: CALL, classroom discourse, corpus linguistics, TEYL (Teaching English to Young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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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muchiness of Big Data overcome in Elementary EFL
B.T. Stoakley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In this presentation, six terabytes of data collection for a year-long qualitative study in Big
Data for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will be discussed.

The researcher will cover topics

ranging from its impetus through the process of data collection, along with issues, challenges,
in addition to surprises in coding and qualifying the data.
The purpose of the study came to fruition due to the learners at the researcher's language
school remaining at the English school for 4~8 years at a minimum, and have continually
"ranked exceptionally well;" as such, the Why and How became the focus.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nsist of 48 Korean elementary school learners in the Cheongju area ranging from 1st
grade through 6th grade.

Teacher participants are a Korean national and an American

national who both teach there, and both have advanced degrees in TESOL from an American
university. Classes consist of 6 learners with their ages within one year of each other, and
classes run Monday-Friday for 60 minutes, from 1:30pm~8:30pm. Each lesson is 45-50 minutes
with 10-15 minutes reserved for individual computer practice (CALL programs).

The

curriculum employs an array of tactics in the acquisition of the four skills through varied
formats for classroom activities; therefore, data being gleaned from are based on sources such
as high definition videotaped classroom interaction, professional-grade audio recordings for
clarity when video was not sufficient, videotaped computer lab interaction, oral and written
individual/group discussions on learning, teacher interviews, scanned monthly report cards
and letters to parents, diary entries, teachers' reflections and observations, online reading
reports from Fast ForWord and/or Reading Assistant in .pdf/.xls formats, and video game score
reports.
At the time of presentation, data coding via NVivo (a QDAS) may still be in the first cycle of
coding through a holistic and eclectic coding format. The former can be used for two purposes:
the researcher already has a general idea of what investigate in the data and the chunk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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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streamlines the copious amounts of data so that Themes can be determined.

Further,

eclectic coding assists in demonstrating a broader picture so that the Second Cycle of recoding
can transpire based on the learning of the experience(s). In eclectic coding, three coding
formats will be utilized:

holistic, in vivo, and causation. Preliminary findings will be shared

where possible.

Affiliation: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English)
Email: Stoakley@knue.ac.kr
Research interests: CALL, gaming in SLA, curriculum development, and elementa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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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elf-analysis of Video-recorded Microteaching and
English Proficiency on Pre-service English Teachers' Teacher Talk
Yoonhee Choe (Chongsh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self-analysis of video-recorded microteaching and English proficiency
on pre-service English teachers' teacher talk for classroom interaction, us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The participants were 30 undergraduate level pre-service English teachers.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English proficiency levels. Their microteaching practices were
video-recorded and their whole teacher talk was transcribed. The transcripts were evaluated, based on
modified Walsh's(2011) Self-Evaluation of Teacher Talk. For quantitative dat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 tests were performed in order to compare the frequency of first and the second
teacher talk of two different proficiency groups. For qualitative data, the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on the voluntary basis. MANOVA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oficiency and self-analysis of video recorded microteaching. However, there was no
interaction effect. The frequency of teacher talk of the high proficiency group was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that of low proficiency group. Also, frequency of some techniques of teacher talk has increased after the
self-analysis of video-recorded microteaching. The findings provide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pre-service EFL teachers' teacher talk for classroom interaction.

소속(언어): 총신대학교 (영어)
이메일 주소: yhchoi@csu.ac.kr
주요연구분야: EFL teacher education, Study Abroad Program, Teacher Identity, Integrated Task and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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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ng Implementations for Smart Learning in English Education Based on
Analyzing Mobile Device Usages in 2008 and 2013

Eun-Sok Won (Mokwon University)

1. Introduction
Reviewing researches dealing with Smart Learning in English education, most of the
researches set its focus on finding out effectiveness of actual English learning and teaching
activities in adapting smart devices. However, though the meaning of Smart Learning stands for
learning utilizing smart devices and importance of the smart devices in Smart Learning is
dominant, the devices itself has not been spotlighted

enough in the research of English

education in Korea. This research tried to suggest useful implications for Smart Learning in
English education based on the actual usage of various devices from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By comparing two data, one from 2008 and the other from 2013, this research explored changes in
overall usages of devices and attributes when university students study English using the devices
in Korea.

2. Methodology
In the era of Smart Learning, compared with the period of u-learning when diverse devices
were selected as objects of studies, only a few devices draw researchers’ attention in Smart
Learning studies. One of the main reasons behind this phenomenon is that smart devices like
smart phone and smart pad absorbed most functions provided by single purpose devices such as
MP3, video, e-mail, e-book, DMB, e-dictionary and internet. Referring to a research by Won, Kim,
Jung & Jeong(2008) unlike the most popular expectation, they argued that a few devices, which
the most respondents possessed and normally carried, were not utilized much in English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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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is study embraced not only smart devices like smart phone and smart pad but also
other single purpose devices for retaining validity of the research. This study compared two data
collected from 2008 and 2013 through same survey questionnaire. Both of the survey
implemented for th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because they had their own choices to decide
what they wanted to buy and learn compared with other student grades. Also, although they were
less affordable than workers, they were able to spend more time to study.
3. Results of the survey

Fig.1 The number of owners per each device
Mobile phone and smart phone shows the highest number of owners in both survey, 315(99%)
in 2008 and 286(97%) in 2013. In 2008, the order of the number behind mobile phone goes
MP3(224, 71%), notebook(52, 16%),and
e-dictionary(109, 37%),

and

PMP(25, 8%). In 2013, it goes notebook(161, 55%),

Mp3(104, 35%) and PMP(49, 17%).

The result shows that distribution of the devices became more generalized. the number of
devices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10% has increased from 3(mobile phone, MP3 and
notebook) to 4(smart phone, notebook, e-dictionary and MP3) for 5 years. It means that in 2008
the number of participants who retained

more than 3 devices was only 16% and the number of

major devices which comprised more than 30% was 2, mobile phone and MP3. However, in 2008,
35% of the participants possessed more than 4 devices and moreover, 17% of them had more than
5 devices.
The result of [fig. 2] shows that mobile phone(315, 100%) and smart phone(286, 100%) take
absolute portion of portableness/possession ratio. In 2008, there were only two significant
devices, mobile phone and MP3. In 2013, there were three significant devices smart phone,
notebook and MP3. This shows that even though people may have 2 to 5 portable devices, they

182

only carry few crucial devices commonly.

Fig.2 The number of participants carrying each device
The chart reveals that the number of MP3 has decreased and notebook has jumped up onto
second rank. Based on this figures, it can be suggested that as smart phone absorbed main
functions of MP3, importance of MP3 diminished generally.
With two results, ratio of possession and portableness, it can be drawn that smart phone has the
priority in considering selection for the most suitable device in Smart Learning. However, figures
are not appropriate way to make decision for precise suitability and usefulness of a device.

Fig.3 Ratio of usage in English learning
The order of usage ratio in 2008 went to e-dictionary(89%), mobile phone(66%), PMP(55%),
notebook(55%), UMPC(54%) and MP3(51%) and in 2003 was notebook(80%), e-dictionary(80%),
PMP(76%), netbook(62%), smart phone(59%) and smart pad(53%). It is remarkable that minor
devices in aforementioned results such as e-dictionary, PMP and netbook abruptly appear.
Contrastively, mobile phone and smart phone do not sustain its major rank in actual usage in
English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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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s
In regard to a question asking the reason why do not the participants

use the device in

English learning, the most frequent respond was ‘there were not suitable contents to study with’ in
2008 and 2013

both. Even it could be granted that there were not enough education contents for

mobile phone and infrastructure around using mobile contents was deficient in terms of network
and device performance, in 2013 these problem were already solved with appearance of smart
phone, App and Wifi. The rationale behind the respond in 2013 was that the participant felt
difficult to find suitable contents among huge piles of Apps. However, devices specialized to offer a
single major function like PMP(for video contents) and e-dictionary were distinguished in usage
for learning. Also, there is another reason lying behind low usage of Smart phone. It is battery.
Although smart phone provides various functions to users such as phone call, text massage, SNS,
internet surfing, camera, game, streaming videos and study as well, its battery capacity is limited.
Therefore, when people use some functions of smart phone, they usually face with a situation
where they concern about residual amount of battery. The lower amount of battery goes, the more
users are forced to determine priorities in using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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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영어우수학습자 사례 연구

이희경•신수정•황명환•문해인(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국내에서만 영어 학습을 하여, 궁극적으로 영어우수학습자들로 거듭난 한국형
영어우수학습자들의 영어 학습과정과 그들이 어떠한 영어 학습 경험을 했는지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언어 우수 학습자란 시대를 거듭하면서, 그 의미가 확장되고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쉽게 정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언어 우수 학습자는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 관점 안에서 정의되고 있다(Norton & Toohey, 2002). 즉, 우수한 영어 학습자란
언어라는 개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습득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요인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여 자신의 의사를 영어로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능숙도를 가진 학습자라고 폭넓은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국형 우수 영어 학습자들을 한국의 맥락에 맞게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말하는 한국형 우수 영어학습자는 자신들만의 영어 학습 방법으로 높은 영어 능숙도를
가지게 되었으며, 한국의 영어 학습 환경에서 보편적으로 높은 영어 실력을 지니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고, 학습자들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영어로 표현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답변한 학습자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한국의 영어 학습 맥락에서 학습자들의 고유한 경험 혹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주된 데이터 수집 방법으로 면담법을 확용 하였으며, 비교적 까다로운 면담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인해 쉽게 면담 대상자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눈덩이 표집을
실시하였다. 면담 과정 중에서 모든 면담 내용은 면담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되어 전사되었으며,
전사내용은 질적 데이터 분석 방법의 일환인 범주화를 통해 내용들을 요목화(categorization)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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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형 우수 영어 학습자들로 선정된 면담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그들의 학습
과정 중에 공통점을 발견해 내었으며, 주로 비인지적 요소들, 가령 동기, 자율성, 투지가 면담
대상자들 사이에서 한국의 영어 학습 환경에서 성공하기 까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질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된 면담 참여자들의 학습 성공 요인과 관련하여 그 정도를
측정해줄 수 있는 설문에서 역시 동기, 학습전략, 학습스타일, 성격, 투지 및 자기규제 정도가
확인되는지 확인하였지만, 설문 결과에서는 면담 참여자들이 그리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설문 연구의 타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비교적 많이 다루어 지지 않은 한국형 영어 학습자들의 경험학과 그들이
공유한 학습자 변인이 무엇인지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관련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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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한 병렬 코퍼스를 활용한
DDL 교수․학습 모형 개발 및 적용
서민원(부산백양고등학교)

외국어, 혹은 제 2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언어 학습의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자신이

사용하는

목표

언어의

언어적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

혹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언어
교수·학습의 자료로 병렬 코퍼스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이를 활용한 DDL
교수·학습 모형 개발 및 적용과 관련한 네 개의 연구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목적 1은 병렬 코퍼스 구축 및 언어 자료 기반 교수․학습 모형 개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론적
배경의 탐색, 연구 목적 2는 병렬 코퍼스의 구축과 정렬 및 태깅을 실시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
연구 목적 3과 4는 병렬 코퍼스를 활용한 언어 자료 기반 교수·학습 모형의 개발과 적용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이 연구에서는 언어 자료 기반 학습을 위한 45만 단어 수준의 영-한 병렬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코퍼스의 내용으로는 6년간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모의고사 및 2014년에 사용된 EBS 연계
교재의 영어 읽기 지문 1557편과 그에 대한 해석을 활용하였다. 구축된 영-한 병렬 코퍼스의
효과적인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자동 및 수동의 방법으로 문장 단위 정렬을 실시하였으며, 더욱
상세하고 정확한 용례 검색 및 의미 분석을 위하여 영어 원문 코퍼스에 품사 태깅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영-한 병렬 코퍼스를 영어 어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에
활용하였다.
언어 자료 기반 학습을 위하여 1차로 개발된 교수·학습 모형은 교수·학습 시작, 어휘 수준
검사, 학습 목표 어휘 선택, 코퍼스 검색, 검색 및 추론 결과 정리, 목표 어휘 지식 습득 여부 확인,
교수·학습 종료의 일곱 단계로 구성되었다. 학습자 어휘 수준 검사와 코퍼스의 어휘 분석을
통하여 개인별 학습 목표 어휘 목록을 작성하였고, 8가지의 교수․학습 예시 자료를 구성하였다.

190

개발된 병렬 코퍼스 기반 DDL 교수·학습 모형을 고등학교 학습자들에게 적용하여 보고, 전문가
평가 및 학습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모형의 수정 및 보완을
실시하였다. 1차로 개발된 교수·학습 모형의 ‘코퍼스 검색’ 단계 앞에 ‘목표 어휘의 검색 유형
및 방법 제시’ 단계를 추가하였고, 각 단계별 실시 시기와 세부 내용을 명시한 활동 단계별 세부
계획서로 교수·학습 모형의 구체적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에 따라 다음의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다.
첫째, 이 연구에서 구축한 영-한 병렬 코퍼스 전체 출현형의 49%정도인 123,765 출현형을
16,604개의 내용어가 차지하고 있다. 이 내용어들은 BNC를 기준으로 출현 빈도순위 상위 1000 단어
수준에서 14000 단어 수준까지 나타나고 있어 각 수준별 어휘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수준별 어휘를 선정할 때는 학습자 어휘 수준 검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 어휘 수준 검사의 결과 검사 대상 인원의 30%정도가 2000 단어 수준의 어휘를 90%
이상 이해하고 있으며, 3000 단어 이상 수준의 어휘를 90% 이상 이해하는 학습자는 5%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일부 기초 수준의 학습자는 2000 단어 수준의 어휘부터, 나머지 대부분의
학습자는 3000 단어 수준의 어휘부터 학습할 수 있는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언어 자료 기반 교수·학습 모형의 단계로는 교수·학습 시작, 어휘 수준 검사, 학습 목표
어휘 선택, 목표 어휘의 검색 유형 및 방법 제시, 코퍼스 검색, 검색 및 추론 결과 정리, 목표 어휘
지식 습득 여부 확인, 교수·학습 종료의 여덟 단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각 단계에 대한 수업
차시별 실시 시기와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세부 계획을 이용하여 언어 자료 기반
교수·학습 모형을 실제 학교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DDL 교수·학습 방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개와 연습 활동이 필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언어 자료 기반 교수·학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렬 코퍼스의 구축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한 용례 검색이 가능하도록 읽기 지문의 언어 수준이나 난이도에 대한 메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코퍼스의 구축, 그리고 병렬 코퍼스의 태깅과 언어 대조 분석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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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공통된 어휘 목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언어 자료 기반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컨코던싱 프로그램을
DDL 교수·학습 활동에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와 메뉴 구조를 가지도록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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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am-Teaching Model in a University General English Program
Seonmin Huh (Woosong University)

This study illustrates a collaborative model of team-teaching in a university general English
program. While positive effects of team-teaching have been reported, there was less attention paid
to an instructional model when native teachers and Korean teachers collaborate with each other.
Twenty teachers’ team-teaching classrooms have been observed and video-taped for analysis. The
findings showed that two teachers’ constant negotiations of meanings in any stages of lessons
were helpful. Also, in the stage of presenting the particular language expressions, native teachers’
intuition and Korean teachers’ analytic skills was suggested as an important instructional move.
When activities were introduced, modelling of two teachers and Korean teachers’ bridging roles
were a contribution and recommended for a model collaboration. Educational implications have
been elaborated.

소속(언어): 우송대학교 (영어)
이메일 주소: seonmin30@hotmail.com
주요연구분야: 비판적 읽기 쓰기 교육, 교습법, 원어민 활용

193

A meta-analysis of teaching variable effects on
elementary English vocabulary learning
Seung woo Na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cquiring functioning size of vocabulary is required of reaching to the curriculum level of
English proficiency. Since the introduction of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back in 1997,
substantial number of researches on English word acquisition have been accumulated mainly
focusing on investigating language factors, learner factor and socio-cultural factors. This study
will be a synthesis of researches on English vocabulary acquisition in elementary school with
special reference to teaching variables such as implicit vs. explicit, types of activities and grade
level and achievement level as learner variables. 66 papers were divided into explicit, implicit
and eclectic vocabulary teaching, and their dependent 66 effect sizes were synthesized to
compare with each other. The result shows that average effect size of vocabulary instruction is
0.64(U3=73.89) on cognitive domain, 0.52(U3=69.84) on affective domain and that eclectic
teaching is most effective followed by explicit and implicit teaching, however the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synthesis of 78 researches on teaching activities shows that
audio-visual and phonetic activities are most effective followed by communicative activities and
collocation activities. 78 papers were synthesized to investigate overall effects of learners
variables. In terms of grades grade 4 was most effective followed by grade 6, grade 3 and grade 5.
Average effect size on learners of different achievement levels shows that low and mid level
groups were distinctively more improved from vocabulary teaching than high achievement group,
and the differen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sum up, vocabulary instruction with various
teaching has medium effect on elementary students’ English development. Specifically there need
to be follow up research on more detailed factors affecting vocabulary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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