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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23일, 우리들은 “인공지능과 외국어교육”이라는 기치 아래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를 위해서 기꺼이 19개나 되는 발표장을 마련해 주신 성균관대학교 정규상 총장님과 학술
대회 Site Chair로서 많은 일을 해주신 성균관대 안혁 교수님께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이 테마는 금년 2월에 있었던 한국외국어교육학회 이사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언 듯 보기에 인공지능과
외국어교육은 대척관계에 놓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외국어교육기제들
과 자동 통역이나 자동 번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시대에 외국어 교육은
위기에 빠졌다고 성급하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위기’의 개념을 잘 알고 있습니
다. 그 낱말 속에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위험의 순간에서도 성난 야수의 마음으
로 기회를 노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학술대회를 열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15개 세션을 성의껏 준비해주신 박준언 회장님, 김양희 총무님, Program Chair 이준규
(English), 김재욱 교수님(Other Languages), 각 세션을 책임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해 오신 영어과의

고정민, 김현정, 차윤정 불어과 이송, 독일어과의 현희, 스페인어과의 심상완, 일본어과의 신은진, 중국어과의
손정애, 한국어과의 이정연, 아랍어과의 정규영, 그리스·불가리아어과의 김혜진,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의 송
승원 교수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기조강연을 해주실 김성태 국회의원님과 신형욱 교수님 그리고 다양
한 연구 분과에서 100여 편의 옥고를 발표하시고 토론해 주시는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아무쪼
록 본 학회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여는 조그만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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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박준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장으로서, 파아란 가을하늘 아래 619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성균관대학
교 교정에서 개최되는 정기 학술대회를 찾아주신 학회 회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내빈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학회는 10여개의 주요 외국어들을 비롯한 다양한 외국어들의 효과적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술단체로서 우리나라 언어교육관련 학회들 중 유일의 통합적 학회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회의
융합적 특성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다양한 언어권 분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 4차 산업과 관련된 이슈들이 지구촌 사람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인공지능과 외국어교육’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100여편의 많은 연구 발표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해 오신 신형욱 전 회장님과 김성태 국회의원님의 기조 강연 내용은 인공지능과 외국어교육 연구에 귀중
한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그동안 학회의 여러 이사님들께서 헌신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학술대회 준비를 총괄해 오신 이재원 준비위원장님, 성대에서 학술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
신 안혁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이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술대회 장소를 제공해주신 정규상
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술대회는 외국어교육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공유하는 축제의 마당
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루어지는 다양한 발표들이 우리나라 외국어교육의 연구 및 교육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비를 지원해주신 한국연구재단과 후원을 해주신 ㈜와이비
엠, 잉글리쉬 무무, 삼성리더십센터, 한국문화사에도 학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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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정규상
(성균관대학교 총장)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에 한국외국어교육학회 정기 학술대회가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됨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한국외국어교육학회는 지난 1995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한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들의 효과적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학회로서, 그동안 우리나라 학생들의 외국
어 사용능력 신장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의 하나가 우수한 외국어
사용능력임을 고려할 때, 한국외국어교육학회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가 제4차 산업혁명인 것에 비춰볼 때,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를 ‘인공지능과 외국어 교육’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준비에 애써주신 박준언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학회 임원 분들과 기조발표를 해주시는 신형
욱 교수님, 김성태 국회의원님과 100여 분의 발표자 분들, 그리고 학술회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아름다운 성균관대학교에서 풍성한 학문의 잔치를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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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일정표
일시

(2017년 9월 23일 토요일)

발표 및 내용 (성균관대 퇴계인문관 3층 31308)

9:30 - 10:00 접수
개회사: 이재원 (학술대회 준비위원장)
10:00 – 10:10 환영사: 박준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장)
축 사: 정규상 (성균관대학교 총장)
10:10 – 11:30

사회: 김양희 (백석대)

기조강연 (31308)

10:10 – 10:50 인공지능 시대 외국어교과의 성격과 목표, 신형욱 (한국외대)

사회: 김해동 (한국외대)

제4의 물결, 스마트 사회 패러다임과 대한민국 국가 미래전략, 김성태 (국회의원)
10:50 – 11:30
사회: 김남희 (경북대)
11:30 – 11:40

Board Meeting
Concurrent Session 1

11:40 – 12:10

Session 1 Session 2 Session 3 Session 4 Session 5 Session 6 Session 7 Session 8
좌장:
좌장:
좌장:
좌장:
좌장:
좌장:
좌장:
좌장:
차윤정
이성희
이준규
조병준
조국현
유수연
김현철
이금희
(한신대)
(총신대) (한국외대) (인하대) (한국외대) (홍익대)
(연세대)
(인덕대)
Location

Location

31301

31302

31306B

31307

31309

31311

31313

31406

Session 9
좌장:
강영부
(경희대)

Session 10
좌장:
한송화
(연세대)

Session 11
좌장:
이미혜
(이화여대)

Session 12
좌장:
김호정
(서울대)

Session 13
좌장:
오명근
(한국외대)

Session 14
좌장:
김혜진
(한국외대)

Session 15
좌장:
권혁재
(한국외대)

31608

31501

31507

31508B

31601

31602

31603

12:10 – 13:30

점심식사

13:30 – 14:55

Concurrent Session 2
Session 1 Session 2 Session 3 Session 4 Session 5 Session 6 Session 7 Session 8
좌장:
좌장:
좌장:
좌장:
좌장:
좌장:
좌장:
좌장:
차윤정
방영주
이준규
조병준
조국현
유수연
김현철
이금희
(한신대)
(명지대) (한국외대) (인하대) (한국외대) (홍익대)
(연세대)
(인덕대)

Location

Location

31301

31302

31306B

31307

31309

31311

31313

31406

Session 9
좌장:
강영부
(경희대)

Session 10
좌장:
한송화
(연세대)

Session 11
좌장:
이미혜
(이화여대)

Session 12
좌장:
김호정
(서울대)

Session 13
좌장:
오명근
(한국외대)

Session 14
좌장:
김혜진
(한국외대)

Session 15
좌장:
권혁재
(한국외대)

31408

31501

31507

31508B

31601

31602

31603

14:55 – 15:10

BREAK

15:10 – 17:05

Concurrent Session 3
Session 1 Session 2 Session 3 Session 4 Session 5 Session 6 Session 7 Session 8
좌장:
좌장:
좌장:
좌장:
좌장:
좌장:
좌장:
좌장:
임영택
황은경
나경희
김현정
이송
이시내
심상완
김정은
(명지대)
(충북대) (한국외대) (부산대)
(서울대)
(단국대) (고려사이버대) (서울신학대)

Location

Location
17:05 – 17:20
17:20 – 18:00

31301

31302

31306B

31307

31309

31311

31313

31406

Session 9
좌장:
신은진
(명지대)

Session 10
좌장:
정연희
(국민대)

Session 11
좌장:
정해권
(한국외대)

Session 12
좌장:
김재욱
(한국외대)

Session 13
좌장:
최진영
(한국외대)

Session 14
좌장:
박정경
(한국외대)

31408

31501

31507

31508B

31601

31602

KAFLE 연구윤리강화 워크숍: 규정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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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표경현(단국대)
사회: 김양희(백석대)

Session 1

인공지능과 영어교육 I
(31301호)

Timeline

좌장: 차윤정 (한신대)

토론

11:40 – 12:10

Thinking Routines and the Development of Speaking Test-Taking
Skills (Michael Free, 강릉원주대)

황은경
(명지대)

13:30 – 13:55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김정렬, 한국교원대)

정명기
(송정초)

14:00 – 14:25

빅데이타 활용을 위한 영어교육 도구 (이제영, 전주대)

이해동
(동국대부속여고)

14:30 – 14:55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의 영어교재 연구
(이현수, 총신대 / 이성희, 총신대)

양미란
(동아방송예술대)

Timeline
15:10 – 15:35
15:40 – 16:05
16:10 – 16:35
16:40 – 17:05

좌장: 황은경 (명지대)

토론

A Study on Korean English Instructors' Perceptions of MOOC(서효정,
사어버한국외대/ 김희진, 사이버한국외대)

김승화
(국제고)

Effects of smartphone dialogue journals on Korean EFL learners'
writing performance (김나영, 한신대)
Suggesting contact points between future technologies and
teaching-learning methods focused on algorithm (원은석, 목원대)
The Effects of Task Complexity on Korean University Student's
Narrative English Writing (김태원, 한국외대)

현일선
(이화여대)
홍지예
(한국외대)
강성관
(광주대)

Session 2

인공지능과 영어교육 II
(31302호)

Timeline
11:40 – 12:10
Timeline

좌장: 이성희(총신대)

토론

딕토글로스 활동이 초등영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박현자, 단국대)

이은주
(이화여대)

좌장: 방영주(명지대)

토론
이보라
(한국외대)

13:30 – 13:55

인공지능시대 전문번역 교육의 방향 (한승희, 한국외대)

14:00 – 14:25

Investigating Second Language
Development (장주현, 한국외대)

14:30 – 14:55

글로벌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학습자 문화적 감수성과 소통 능력 개발 교과
연구 (전지현, 이화여대 / 정성희, 숭실대)

이승복
(춘천교대)

좌장: 나경희(충북대)

토론

영어-진로교과 통합수업이 영어 학습 동기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홍지예, 한국외대 / 이준규, 한국외대)

김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플립러닝 실시에 따른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 연구
(김예나래, 단국대)
Correlation Between Generative Grammar and School Grammar:
with a Focus on an Alternative Model of Teaching Korean Grammar
(조기석, 사이버한국외대)

표경현
(단국대)

Timeline
15:10 – 15:35
15:40 – 16:05
16:10 – 16:35

Ac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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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onunciation

박은화
(사이버외대)

고정민
(성신여대)

Session 3

인공지능과 영어교육 III
(31306B호)

Timeline

좌장: 이준규(한국외대)

토론

11:40 – 12:10

형태초점 접근법의 교실 적용 방안 연구–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를 중심으로 (이유진, 단국대)

김현정
(한국외대)

13:30 – 13:55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인지적·정의적 진단 및 피드백 제시
방안 (진경애, KICE)

신혜원
(한국외대)

14:00 – 14:25

고등학교에서의 영어 교육과정 적용 (김해동, 한국외대)

임효정
(광운대)

14:30 – 14:55

Writing Typ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through Self-Assessed use
of Writing Strategies (박은화, 한국관광대)

장연이
(강원대)

좌장: 김현정(한국외대)

토론

Timeline
15:10 – 15:35

Suggestions for Teaching Practicum: An Emic Perspective
(장지연, 명지대)

장주현
(한국외대)

15:40 – 16:05

Are the Current Integrated Tasks Relevant to the Target Domain
as They Appear to Be? (이혜원, 한양대)

정주경
(한국외대)

16:10 – 16:35

Improving a Young EFL Learner’s L2 Grammatical Knowledge
through Extensive Reading (정유진, 한국외대)

윤택남
(춘천교대)

Session 4

인공지능과 프랑스어 교육
(31307호)

Timeline

좌장: 이경수 (상명대)

토론

11:40 – 12:10

한국인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텍스트 읽기양상 : 내용의 일관성을 방해하는
접속사 삽입을 통하여 (홍승현, 상명대)

유은순
(인하대)

13:30 – 13:55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대학 프랑스어 문법 교수·학습
방법 연구 (이송, 부산대)

최희재
(한국외대)

14:00 – 14:25

학부 프랑스어 독해 수업에서 학습자의 메타 인지 전략 고찰 (김대영,
고려대)

성승은
(한국외대)

14:30 – 14:55

인공지능 시대의 프랑스어 교육: 디지털 교육 장치를 통한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윤현, 한남대)

김희경
(경북대)

좌장: 이송 (부산대)

토론

Timeline
15:10 – 15:35

자동번역 시대의 번역교육 (이향,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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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희
(고려대)

Session 5

인공지능과 독일어교육 I
(31309호)

Timeline

좌장: 조국현 (한국외대)

11:40 – 12:10

번역과 문화능력 (최경인, 한국외대)

13:30 – 13:55

Google Translate 시대의 외국어 교육 (홍문표, 성균관대)

14:00 – 14:25
14:30 – 14:55
Timeline
15:10 – 15:35
15:40 – 16:05

외국어 수업과 모국어 활용- 독일어 초급단계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메타언
어로서 모국어 활용방안 - (이도영, 한국외대)
독일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내용 분석 -2009 개정 교육과정
에 따른 제2외국어 심화 과목을 중심으로- (이미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좌장: 이시내 (서울대)
주제별 자유대화 기반 외국어 교육용 대화시스템 (최승권, 한국전자통신연
구원)
Motivation and Language Learning Re-visited From Motivation to
Mindset (Dweck) and Grit (Duckworth)
(브로제 이리스(BROSE Iris), 홍익대)

16:10 – 16:35

칼스루헤 강의 번역기와 독어독문학 및 독일어교육 (김남희, 경북대)

16:40 – 17:05

Maschine kann Eigennamen und Zahlen besser übersetzen als
Mensch? – Übersetzung von „Named Entities“ durch GNMT
(정혜연, 한국외대)

Session 6

토론
윤진희
(독일문화원)
최승권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김경
(중앙대)
이경택
(목포대)
토론
정혜연
(한국외대)
Daniel Schmutz
(덕성여대)
정혜륜
(한국외대)
홍문표 (성균관대)

인공지능과 독일어 II / 인공지능과 스페인어 교육
(31311호)

Timeline

좌장: 유수연 (홍익대)

11:40 – 12:10

번역에 있어서 문화적 요소 (윤진희, 독일문화원)

13:30 – 13:55

독일의 사회통합강좌 (현희, 숭실대)

14:00 – 14:25

14:30 – 14:55
Timeline
15:10 – 15:35
15:40 – 16:05
16:10 – 16:35
16:40 – 17:05

의사소통·행위지향적 독일어수업에서의 ‘상호관계적 학습활동과 관련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연구 (이정현, 한국외대)
Zwischen Künstlicher Intelligenz und Digitaler Demenz. Zum Stand
und Einsatz von digitalen Medien im DaF-Unterricht. (인공지능과
디지털 치매.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교육에서 디지털 매체의 사용과 입장)
(그뤼네르트 프랑크, 성균관대)
좌장: 심상완 (단국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논증 교육 방안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세라, 한국외대)
스페인어 쓰기 교육과 확장형 읽기 (유은정, 한국외대)
인공지능 시대 스페인어 학습자의 학습 환경과 학습패턴 변화
(김경희, 한국외대)
한정성(Definiteness)과 지시성(Referentiality) 개념을 활용한 스페인어
문법교육 (김준한,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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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현희
(숭실대)
지영은
(서울여대)
주소정
(인천대)
Simon
Wagenschütz
(동덕여대)
토론
이재원
(한국외대)
김경희
(한국외대)
곽재용
(한국외대)
유은정
(한국외대)

Session 7

인공지능과 중국어 교육 1
(31313호)

Timeline

좌장: 김현철 (연세대)

토론

11:40 – 12:10

중국어 관용어의 한국어 번역에 관한 연구 -대학중국어 중급회화교재에
등장한 표현을 중심으로- (김명순, 세명대)

이승희
(한성대)

13:30 – 13:55

한중 시사 번역의 은유 번역 연구 (송현선, 제주대)

왕기맹
(중앙대)

14:00 – 14:25

미디어의 중국어교육 활용 방안 연구 -관용표현의 상용도 분석을 위한
드라마 대사의 활용을 중심으로- (김윤정, 창원대)

부산대
(이지은)

14:30 – 14:55

以语块教学法为指导的初级综合汉语综合课课程设计 (낱말가족(말무
리) 교학법으로 지도하는 초급 종합 중국어 종합수업 교과과정 설계)
(何倩 (HE QIAN) 연세대)

徐珺姨
（연세대 공자학원)

좌장: 김정은 (고려사이버대)

토론

Timeline
15:10 – 15:35

어학강좌에서의 중국문화교육에 관하여 (한희창, 한양대)

15:40 – 16:05

동남아 3개국 거주 화교 고등학생의 언어 태도 분석 (Zhou Wei, 숭실대)

Session 8

이효영
(부산외대)
왕장강
(숭실대)

인공지능과 중국어 II
(31406호)

Timeline

좌장: 이금희 (인덕대)

11:40 – 12:10

중국어교재 기사문(祈使文)의 사용현황 분석 (윤상희, 중앙대)

13:30 – 13:55

副词“就”的用法分类及对外汉语教学研究 (부사 ‘就’의 용법 분류 및 대
회 한어 교학 연구) ((明洋洋 (MING YANGYANG) 연세대)

14:00 – 14:25

언어교환을 통한 중국어 작문과제의 수행과 평가 (최윤경, 인천대)

14:30 – 14:55

4차 혁명(인공지능)시대 한자교육의 미래와 전망 (이주은, 숙명여대)

Timeline

토론
최재준
(가천대)
刘丽莎
(연세대 공자학원)
신승희
(이화여대)
신수영
(가천대)

좌장: 임영택 (서울신학대)

토론

15:10 – 15:35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중국어교육에 관한 제언 -콘텐츠 설계를
중심으로- (이현숙, 서일대)

박정순
(장안대)

15:40 – 16:05

現代漢語虛詞“但”“而”“卻”的異同比較及教學建議 (雷婷 (LEI TING)
연세대)

16:10 – 16:35

통계 자료를 활용한 수능 중국어 문항 난이도 예측 (손민정, 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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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婧
(연세대 공자학원)
손정애
(방송대)

Session 9

인공지능과 일본어 교육
(31408호)

Timeline

좌장: 강영부 (경희대)

토론

11:40 – 12:10

일본어 전문(傳聞)표지의 모달리티 연구-일본어 통번역 수업과의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오선주, 배화여대)

정상철
(극동대)

13:30 – 13:55

국문학연구자료관소장 뺷蜻蛉日記뺸의 주석비교연구 (김영찬, 강원대)

古田貴久
(강원대)

14:00 – 14:25

일본어 수업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제안 (신은진, 명지대)

高草木美奈
(대진대)

14:30 – 14:55

戯作を題材とした初級教育に関する一考察ー黄表紙の趣向を中心にー
(古田貴久, 강원대)

김영찬
(강원대)

좌장: 신은진 (명지대)

토론

15:10 – 15:35

ICT시대의 일본어교육과 정보 리터라시(Information Literacy) 수업의
필요성 (이경숙, 아주대)

유춘선
(한국외대)

15:40 – 16:05

翻訳における「取組」「取組み」「取り組む」に対する一考察
(안용주, 선문대)

채경희
(배화여대)

Timeline

Session 10

인공지능과 한국어교육 I
(31501호)

Timeline
11:40 – 12:10
13:30 – 13:55

좌장: 한송화(연세대)
한국어 쓰기 교육의 교수-학습 내용과 급별 연계성에 대한 고찰 (한정희,
한양대) 한국어 쓰기 교육의 교수-학습 내용과 급별 연계성에 대한 고찰
–텍스트 단위별 쓰기 교육을 중심으로학부생 한국어 수업에서 복합양식적 교육의 수용 -영화 <부당거래>를 활용
한 ‘주인공 변론하기’ 수업 사례- (전형길, 우송대)

토론
임정남
(한양대)
한선
(고려대)

14:00 – 14:25

M-원리에 의한 한국어의 대화 함축 기제에 대하여 (이정덕, 서울대 /
임채훈, 숭실대)

황선영
(이화여대)

14:30 – 14:55

Frayer Model 활용기반 녹음 융합 과제 중심의 관용표현 교수・학습 사례
연구 -초급 수준 학습자 대상 수업 절차와 방법을 중심으로- (강란숙,
선문대)

서경숙
(서울대)

좌장: 정연희(국민대)

토론

Timeline
15:10 – 15:35

한국어 학습자의 매체 문식성에 대한 조사 연구 (국지수, 상명대)

15:40 – 16:05

한국어 중급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나는 내용 지식의 양상 연구 (이수정,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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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경희사이버대)
안한나
(평택대)

Session 11

인공지능과 한국어교육 II
(31507호)

Timeline

좌장: 이미혜(이화여대)

11:40 – 12:10

학교급별 학습 한국어 교육 내용 연구 (신범숙, 서울대)

13:30 – 13:55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습자 대상 중요도-만
족도 분석 -인천소재 Y기관을 중심으로- (김연정, 연세대)

14:00 – 14:25

한국어 학습자의 모국어-한국어 번역 과정 연구 (이지연, 서울대)

14:30 – 14:55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글쓰기 교수 방안 (이소현, 한국외대)

Timeline

토론
소지영
(서울대)
왕서령
(한국외대)
지미영
(서울대)
윤영해
(한국외대)

좌장: 정해권(한국외대)

토론

15:10 – 15:35

한국어 교재 말하기・듣기 자료의 의문문 실현 양상 연구 (박진철, 이화여대)

김지영
(이화여대)

15:40 – 16:05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토론 수업 효과 연구
(이정연, 이화여대)

Session 12

최지훈
(서울대)

인공지능과 한국어교육 III
(31508B호)

Timeline

좌장: 김호정(서울대)

토론

11:40 – 12:10

외국어로서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위한 상황인지 기반의 챗봇 설계에 관한
연구 (이윤희, 세종대)

안경화
(서울대)

13:30 – 13:55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본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발전 방안
(조항록, 상명대)

이영숙
(한양대)

14:00 – 14:25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반영한 {만큼}과 {처럼} 재고찰 연구 (정회란, 한국외대)

14:30 – 14:55

한국어 음운 규칙의 제시 순서에 관한 연구 (유민애, 서울대)

Timeline

좌장: 김재욱(한국외대)

15:10 – 15:35

KFL과 KSL의 개념화 방안 -EFL과 ESL의 비교를 중심으로-(장동은,
상명대)

15:40 – 16:05

외국인 유학생 학습자 요구 조사 연구 -한국어 수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김미진, 상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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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성균관대)
김풀잎
(서울대)
토론
임리라
(세종대)
안정민
(한국외대)

Session 13

인공지능과 아랍어교육
(31601호)

Timeline

좌장: 오명근(한국외대)

토론

11:40 – 12:10

한-아 번역에 나타나는 한국어 간섭현상 사례 연구 (고은경, 한국외대)

이계연
(명지대)

13:30 – 13:55

프로젝트학습모형에 따른 중등교육 아랍어 교수·학습 방법 - 언어·문화
융합수업을 중심으로 (김금년, 광주 광덕고등학교)

이규철
(부산외대)

14:00 – 14:25

미국 대학 1학년 학생들의 아랍어 학습결과물 평가에 관한 통합적 접근
– “말하기”와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서정민, 조선대)

장세원
(단국대)

14:30 – 14:55

국내 대학 구어체아랍어 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윤은경, 한국외대)

정규영
(조선대)

Timeline
15:40 – 16:05

좌장: 최진영 (한국외대)
중세 지중해의 문명 교류와 이슬람(윤용수, 부산외대)

Session 14

토론
이종화
(명지대)

인공지능과 특수외국어교육 1
(31602호)

Timeline

좌장: 김혜진 (한국외대)

토론
김요한
(전북대)

11:40 – 12:10

현대그리스어의 과거형 학습자 오류분석 (김혜진 B, 한국외대)

13:30 – 13:55

이탈리아어의 신 표준어 연구 (조문환, 한국외대)

14:00 – 14:25

한국의 대학 교육에서 라틴어 교육의 현황과 위상 (손윤락, 동국대)

안재원
(서울대)

14:30 – 14:55

베트남어 수업에서 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한 수요 조사와 활용 사례 연구
-충남외국어고등학교 베트남어 수업을 중심으로- (이강우, 청운대)
(조윤희, 한국외대)

안경환
(조선대)

Timeline

조성윤
(한국외대)

좌장: 박정경 (한국외대)

토론

15:10 – 15:35

스와힐리어 명사구의 유형적 특징, 다른 아프리카 제어들과의 비교 (권명식,
한국외대)

박정경
(한국외대)

15:40 – 16:05

불가리아어 교육과 텍스트 마이닝 (김원회, 한국외대)

16:10 – 16:35

한국인 러시아어 학습자의 발음 및 인지 오류 분석 (변군혁,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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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s Angelov
Rangelov
(한국외대)
이새봄
(한국외대)

Session 15

인공지능과 특수외국어교육 2
(31603호)

Timeline

좌장: 권혁재 (한국외대)

토론

11:40 – 12:10

제4차 산업시대 캄보디아어 교육의 필요성
(곽동근, 한국외대)

김소현
(한국외대)

13:30 – 13:55

한국어-인도네시아어 번역에 관한 연구
- 한국어 어미·조사·표현 번역을 중심으로 (양은심 에블린, 한국외대)

김장겸
(한국외대)

14:00 – 14:25

The Study of Malay Language as Foreign Languages: Communication
Strategies among the Korean Students in HUF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o Minsung, 한국외대)

권혁재
(한국외대)

14:30 - 14:55

교양외국어로서의 인도네시아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변윤행, 한국외대)

송승원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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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31308호)
Timeline

주제

10:10–10:50 인공지능 시대 외국어교과의 성격과 목표
10:50–11:30 제4의 물결, 스마트 사회 패러다임과 대한민국 국가 미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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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
신형욱
(한국외대)
김성태
(국회의원)

인공지능 시대의 외국어교과의 ‘성격’과 ‘목표 ’

신형욱 (한국외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외국어교육 정책 방향은 초·중등교육과정의 외국어교과인 ‘영어과’와 8개 외국어를
포함하는 ‘제2외국어과’의 ‘성격’과 ‘목표’에 제시되어 있는데, 교과의 ‘성격’과 ‘목표’는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지향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그리고 ‘더불
어 사는 사람’이다. 이러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및 ‘공동체

역량’을 기르고자 한다. 특히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여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과의 ‘성격’은 해당 교과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2015 교육과정’에서
는 이를 ‘교과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교과교육의 필요성 및 역할(본질, 의의 등), 교과
역량’ 등을 제시하는 항목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교과의 ‘목적’은 해당 교과의 운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지향점으로,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교과 교육과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학생이 달성해야 할
학습의 도달점’을 ‘교과의 총괄목표, 세부목표, 학교급 및 학년군 별 목표 등’으로 진술하는 항목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
‘2015 영어과 교육과정’은 ‘영어 교육’을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갖추고 세계인과 소통하며, 그들의 문화를

알고 우리 문화를 세계로 확장시켜 나갈 사람’,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 대인 관계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르는 데 유익한 교과라고 성격 규정하고 있다. 교과가 관장하는 핵심역량으로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
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영어 사용 능력 신장’과 ‘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고등학교 영어 교과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5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은 중학교 공통 교육과정에 속하는 ‘생활 외국어’와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

정에 속하는 ‘독일어 I’과 ‘독일어 II’를 비롯한 8개 언어의 ‘제2외국어과’들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 외국어’는
‘언어기능 연마라는 실용적 가치’, ‘인격 성장이라는 교육적 가치’, ‘외국인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해보고자

하는 태도’, ‘세계 시민 의식·소양 배양’ 등을 추구하는 교과로서 교육과정에 제시하는 인간상 구현에 기여하
는 교과임을 설명하고, ‘의사소통 기본 표현의 이해와 활용’, ‘해당 외국어의 문화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자세
확립’, ‘해당국 관련 정보를 선별하여 활용하는 능력’ 등을 교과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제2외국어과’의
경우에는, 표현에 있어서는 교과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세계화와 블록화·지역화’가 동시에 진행
되는 상황에서 다방면의 다각적인 국제교류·협력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필요한 시대에 국민의 세계 시민으
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세계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시대적 배경을 강조하며,
‘제2외국어교과’가 이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 ‘문화의 이해를 통한 세계 시민 의식 및 창의적·비판적 사고

능력’, ‘정보 검색･활용을 통한 교류 능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과라는 점을 ‘성격’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2외국어 교과들은 모두 ‘의사소통 능력’, ‘타문화 이해 능력(문화 간 소통 능력) 및 세계 시민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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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활용 능력’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외국어교육 정책은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 따르면 긴밀한 국제교
류와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실용적인 의사소통 능력’, ‘문화적 상대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외국어를
통한 지식 정보 수집·활용 능력’ 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규정된 외국어 교과의
편제나 수업 시수, 대학입시 상황 등을 살펴보면 ‘영어 우선 정책’과 ‘제2외국어교육 방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외국어교육 정책이 아직도 여전히 국제사회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해 ‘lingua franca’
인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단순한 현실주의적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위한 올바른 외국어교육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어에서 처음 명명된 ‘Industrie 4.0’, 즉 ‘제4차 산업혁명’과 특히 인간과 ‘알파고’의 대국을 통해서 위협
적인 대상으로까지 느껴지는 자율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두고 앞으로도 외국어교육, 심지어
통·번역사의 양성이 필요한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1960년대 이후 모든 언어에, 아니면 적어도 두
언어에라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휘·문법 기술 체계에 바탕을 둔 자동번역의 시도가 실패로 끝난 후,
소위 병열 코퍼스에 기반을 둔 자동번역 개발 노력이 컴퓨터 정보 처리 능력 개선에 따라 ‘빅 데이터’를 구축
하고, 점차 그 성능을 어느 정도 인정받는 정도의 자동 통·번역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에
바탕을 둔 통·번역 프로그램이 실생활에 점점 더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외국어교육의 가치와 방향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외국어교육의 내용인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세계를 연계하는 매개체이다.
개체로서의 인간은 스스로 세계를 파악하여 언어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언어를 배우면서 점진적으
로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게 된다. 즉, 스스로가 속해있는 세계를 언어를 통해서 객체화함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정체성을 소유하게 된다. 그러므로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세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며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언어는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즉 ‘내’가 담아낸 소리의 의미로 ‘네’가 ‘내’게 똑같은 소리를
말했을 때, 내용과 형태의 구체적인 결합이 이뤄지고, 이러한 내용과 의미의 결합 형식이 주변으로 퍼져 통용
되면 언어공동체 단위로 발전되는 것이다. 세계의 어떤 부분을 또는 어떤 현상을 기억되는 소리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담아내고자 하는 내용과 이를 담는 소리형태
의 결합도 자의적 성격을 띠므로 언어공동체마다 고유한 형식의 기호와 기호 체계가 형성된다. 이로써 언어는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세계를 언어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그 소리 형태가 다르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가 재현하는 세계, 즉 언어사용자가 가지는 세계관, 즉 그 세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모국어와 다른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 모국어와 다른 방식으
로 분절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기호가 자의적 성격을 가지듯이, 언어를 통한 또는 언어로 구현된
세계의 분절 역시 자의적이며, 그것이 언어 간 어휘와 문법의 일대일 대응을 어렵게 하는 것이고, 정확한
통·번역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언어 형태의 관점에서 예를 들자면, 외국어의 음과 음소를 한글로 표기하려고
할 때 개별 대응뿐만 아니라 음운체계 자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각각의 언어 분절이 곧 언어와 언어적 세계, 즉 문화의 특성이며, 이로 인해 세계에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존재하게 된다.
인공지능 시대에 등장한 훌륭한 통·번역기기는 언어 장벽을 해소하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
다도 1986년 해외여행 완전 자율화 직후 대두되었던 소위 ‘survival english’학습 열풍도 점차 설득력을 잃어갈
것이며, 국제사회의 관행적인 일상 업무를 위한 언어 소통 행위도 용이해질 것이다. 문법을 외우고 사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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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했던 기존 외국어 학습 방식이 사라지고 원어민에 버금가는 훌륭한 외국어교사를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이로써 일반인들은 힘든 어휘학습이나 정확하고 능숙한 외국어를 구사를 위해 지루한 반복·숙달 연습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수요가 많은 ‘lingua franca’일수록 더 좋은 통·번역기기가 더 많이 제공될 것이고, 더욱
널리 보급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서 보면, 극단적으로 단순한 관행적 의사소통을 위한 ‘lingua franca’의
교육이 앞으로도 꼭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고, 오히려 자동 통·번역 프로그램이 ‘lingua franca’의 경우만
큼 잘 개발되지 못하고 구하기도 어려운 소위 ‘특수 외국어’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대신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가기야
하겠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그 자동차 주인이 말해줘야 하며, 가고자 하는 곳을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대로 말해줘야 한다. 마찬가지로 통·번역기기에게도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말해줘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프로그램 입력어가 될 모국어를 제대로 사용하고 원하는 통·번역기기가 선호하는 모국어와 외국어의
대응 체제에 맞춰서 말을 해야 한다. 어쩌면 미래의 국제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과
기계가 대화를 나누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번역기기에 장착될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우선 개발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국어-외국어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만약 국가 차원에서 모국어-외국어
전문 인력을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면, 모국어-외국어 통·번역의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도 외국어 조기 집중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언어 간 소리 형태의 장벽은 낮출 수는 있다고 하여도, 언어적 세계관의 간극은
좁힐 수 없다. 언어의 주관성으로 인해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한 언어의 세계관을 다른 언어로 옮겨서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자기 언어에
투영된 다른 세계를 보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에 외국어 자체로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자기 모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곧 외국어를 잘하면 할수록 번역에 더욱 신중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다른 세계, 다른 세계관을 경험하려면 그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다. 개인의 문화 간
소통은 물론, 다문화 국제시대에 인류 평화공존을 위해서도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
다름을 그 다름의 형식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소리
형태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쉬어지는 만큼, 다양한 내용을, 즉 다양한 세계관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아짐으로써 소리형태의 너무나 높은 장벽에 부딪혀 포기하고 좌절했던 외국어학습, 타문화의
이해, 다양한 세계관의 경험, 문화 간 소통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5 교육과정’의 외국어교과의 ‘성격’과 ‘목표’는 인공지능 시대의 바람직한 외국어교과
의 ‘성격’과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가장 중시되고 있는 ‘일상 의사소통 능력’ 배양은 그 우선순위를
잃게 되고, ‘문화 이해를 통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다른 교과를 보완하는 교과의 ‘성격’이자 ‘목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외국어교과가 그 교육의 중요성을 상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존재의
당위성을 강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정보 검색·활용’이라는 목표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내세우기
어려울 것이다. 객관적 사실 정보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야말로 인공지능이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인간은 이를 통하여 더 많은 정보를 모국어로 손쉽게 향유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실은 ‘영어과’
에 제시된 ‘외국의 문화를 영어로 배운다.’는 명제가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가 ‘하나의 외국’으로 통칭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외국의 문화를 한국어로 배우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세계 각국의 문화를 영어로 배우는 데에도 똑같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lingua franca’의 위상은 낮아질 것이고, 낮아진 소리 형태의 장벽으로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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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나들게 될 ‘문화’의 파고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 문화의 파도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고, 파도를 파고
즐기며 세계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한층 더 쉬워질 외국어학습에 더 많은 다양한 외국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인간의 삶의 양식인 문화는 독창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가치의 높낮이가 없으며, 제1외국어와 제2외국어의
구분도 있을 수 없다. 오히려 ‘2015 교육과정’이 제시한 ‘자주적이고, 창의적이며, 교양있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인간상의 구현은 다양한 외국어교육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세계관을 경험하고 포용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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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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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인공지능과 영어교육 I
(31301호)
Timeline
11:40 – 12:10
13:30 – 13:55

좌장: 차윤정 (한신대)

토론

Thinking Routines and the Development of Speaking

황은경

Test-Taking Skills (Michael Free, 강릉원주대)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김정렬, 한국교원대)

14:00 – 14:25 빅데이타 활용을 위한 영어교육 도구 (이제영, 전주대)
14:30 – 14:55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의 영어교재 연구
(이현수, 총신대 / 이성희, 총신대)

Timeline
15:10 – 15:35
15:40 – 16:05

정명기
(송정초)
이해동
(동국대부속여고)
양미란
(동아방송예술대)

좌장: 황은경 (명지대)

토론

A Study on Korean English Instructors' Perceptions of

김승화

MOOC(서효정, 사어버한국외대/ 김희진, 사이버한국외대)
Effects of smartphone dialogue journals on Korean EFL
learners' writing performance (김나영, 한신대)
Suggesting contact points between future technologies

16:10 – 16:35 and teaching-learning methods focused on algorithm
(원은석, 목원대)
16:40 – 17:05

(명지대)

The Effects of Task Complexity on Korean University
Student's Narrative English Writing (김태원,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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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고)
현일선
(이화여대)
홍지예
(한국외대)
강성관
(광주대)

Thinking Routines and the Development of Speaking Test-Taking Skills

Michael Fre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Thinking routines may be characterized as tools, structures, and/or patterns of behavior, which allow students
to develop their ability to describe, make connections, and build explanations (see Ritchhart et al., 2006). For
the language student, there is also the opportunity to review, use and explore target vocabulary and structures
in an engaging way. When coupled with visual prompts, be it Monet or a movie poster, such routines can become
powerful tools in the development of test-taking skills. In this session, the presenter will demonstrate how he
has used thinking routines to enhance students’ preparation for standardised speaking tests as a stand-alone lesson;
as an asynchronous assignment; and finally, in particular, as a technique for developing facility with Question
3 of the TOEIC Speaking Exam.
Biodata
Michael Free holds master’s degrees in TEFL (University of Birmingham) and Arts (McMaster University). His
professional interests include content-based language teaching, English as a lingua franca, and humanist education.
He is very active in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is serving his third term as president of the Gangwon Chapter
of KOTESOL. He is currently a visiting professor based out of the Global English Center of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Gangneung Campus). Email: michaelfree6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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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Kim, Jeong-ryeol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im, Jeong-ryeol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paper will explore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its historical perspective
and the implications to the language and language edu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
strong association with human language from the very establishment of the field through the
turing test. The development currently grows into two difference directions: the rule-based
system and the data-driven system. There are three different artificial intelligence engines
such as Systran based on the pre-determined rules, Google translator on massive language
data and dragon speech recognition system based on the combination of rules and data. It
will show examplary engines of three kinds to determine the (dis)advantages.

I. Artificial Integgligence and Language Lea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a term referring to machines which emulate the behavior of intelligent
beings (Borchardt &page, 1994). AI is an interdisciplinary area of knowledge and research, whose aim
is to understand how the human mind works and how to apply the same principles in technology
design. I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tasks, AI can be used to emulate the behavior of a teacher
or a learner (Matthews, 1993). In order to emulate the behavior of a language teacher, a machine
needs to have the knowdege of teaching methodology. In order to emulate a learner, a machine has
to have the knowledge of learning styles and strategies (Bull, 1997). In particular, however, both of
these emulations require theknowledge of language.
The discipline responsible for representation of the linguistic knowledge within AI is sometimes
referred to as computational linguistics (O’Grady et al., 1997). The aspect of computational linguistics
that has been most frequently utilised to assist in the second language learning process is
computational syntax. This subdiscipline of computational linguistics is responsible fo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or the automated breaking down of sentence structures into parts of speech. Computer
programs designed to perform such analysis are called parsers.
Those systems used in SLA that contain parsers are referred to as Intelligent Tutoring Systems, or
specimens of Intelligent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ICALL) (e.g. Hamburger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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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and et al., 1993). A number of such systems have been designed so far with the purpose to
correct learner errors (e.g. Heift, 2003; Tschichold, 1999). The parsers in such systems as a rule have
to reflect two different models of language, the teacher’s and the student’s. While the teacher’s
language is expected to be correct or conformant with the standard, the student’s language is expected
to exhibit non-standard features, those features that are most commonly referred to as errors (James,
1998). These features constitute what has been referred to as interlanguage (Cook, 1993; Selinker,
1972), more recently alternatively named learner language (Ellis & Barkhuizen, 2005). Combining the
two models of language is not an easy task for a parser. In order to cater to the standard, correct
language, a parser needs to be specific and intolerant of error. On the other hand, if it is to process
the student’s erroneous input, it has to be robust and tolerant of error. Normally the two requirements
are seldom placed on parsers simultaneously.
However,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pedagogical applications, the
parsers have to have both qualities: to recognize correct language as correct and to be able to make
sense of incorrect input (Ehsani & Knodt, 1998). The device evaluated in this study is the Intelligent
Tutor, a computer program designed to diagnose and correct some typical errors produced by adult
learners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he parser contained in this program to some extent meets
the contradicting requirements of pedagogical parsers. It recognises a fair bit of correct language as
such, while it anticipates and makes sense of some typical learner errors. In order to do that it
employs a grammar based on the so-called mal-rules or bug rules (Heift, 2003). In a nutshell, this
means that the program masters the student interlanguage and has an inherent system of erroneous
grammar at its command. Much more detail about the make-up of this grammar is found in
Dodigovic (2005).
It has often been remarked that one should not accept anything less than perfection in parsers. In
other words, there is an expectation that parsers should be able to recognize all of the correct
language as such (Salaberry, 1996). In defence of parsers, one should say that even human native
speakers perform this task with more or less success. Thus, why would one expect a computer to
succeed where even humans are known to fail? Since the pedagogical needs are sometimes centred on
isolated aspects of language at one time, rather than whole language all of the time, it seems
reasonable to accept the performance of a parser that can process some aspects of language very well
(Ehsani & Knodt, 1998). This is especially the case in situations where human tutors are not available
to address all of the students’ needs. Paired with realistic simulations of everyday situations, parsers
can contribute to the authenticity of learning experience (Chapelle, 2001).
This study assumes that the students need to test their hypotheses about the second language (L2)
(Swain, 1998), on ever-fresh examples of language production. Thus, the advantages of parsers are
real and can be harnessed to produce considerable learning effect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lligent Tutor in terms of learning outcomes (Chapell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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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AI based Language Learning Interactional Softwares
English is an important international language our students need to acquire and reach to a
functional level to communicate with people of other languages than Korean. However, the current
mass factory education is less than optimal to learn a language for practical purpose because the
interaction is the essence of language leaning in a authentic situation, and the classroom provides rare
opportunity to the students.
A solution to this lack of interaction is to apply computer spoken dialogue systems to the
interaction with language leaners and increase oral language exchanges in target language. Jia (2004)
showed an interactive web-based system that chat with English learners anytime anywhere, called
Computer Simulation in Educational Communication (CSIEC) or generically ‘chatbot’. Chatbot is
defined as an artificial construct that is designed to converse with human beings using natural
langauge as input and output. As early as 1996, Eliza (Weizenbaum, 1966) was the first chatbot.
Eliza utilized key word analysis algorithm for input sentences and created its reposnes based on
generation rule associated with a decomposition of the input sentences. However, one critical problem
Eliza had was that it did not hold any memory of the conversation. The experiences of developing
Eliza was led to ALICEBOT (www.alicebot.org). Graesser et al. 2005), for example, used AutoTutor,
an intelligent tutoring system with mixed-initiative dialogue that can simulate a human tutor by
holding a conversation with the learner in natural language to enhance the leaner’s engagement and
the depth of the learning. Kerfoot et al. (2006) described an experimental use of chatbots as a
teaching adjuvant in training medical students. The experiment showed web-based teaching using
chatbots significantly increased test scores in the four topics at each medical school and learning
efficiency was increased threefold.
Seneff (2006) described several multilingual dialogue systems specifically designed to address the
need for langauge learning and teaching. Several different domains were developed in which a
student’s conversational interaction was assisted by a software agent functioning as a tutor, providing
them with translation assistence. Abu Shawar and Atwell (2007) developed algorithms adapting or
retraining a chatbot to a training corpus. They stated that the evaluation feedback from language
learners and teachers indicated that these adaptive chatbots offered a useful autonomous alternative to
traditional classroom-based converstaion practice.
Kerly, Hall and Bull (2007) discussed the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of both conversational agents
and open learner modeling. They described an experiment that investigated the feasibility of using a
chatbot to support negotiation. The experiment result showed most students liked the chatbot and that
it helped them understand their learner model. Since the inception of Eliza in the 1990s, the
technology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has developed a long way, and chatbots have become more
practical and are now being used i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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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타 활용을 위한 영어교육 도구

이제영
(전주대학교)
Lee, Je-Young (Jeonju University). Tools for Teaching English Using Big Data.
The widely-known method for analyzing massive linguistic data has been corpus linguistics in
English education field. In this approach, researchers gathered linguistic data systematically,
and analyzed them through concordancer program such as AntConc, WordSmith Tools, and
MonoConc. Corpus linguistics has aided many scholars to study frequencies of words,
grammatical structures, discourse analysis, teaching material development, and so on.
Recently, data mining, especially text mining, is becoming popular to find out the trend or
tendency from the large amount of linguistic data. A kind of data mining for analyzing
unstructured linguistic data is text mining which was introduced by Feldman and Dagan
(1995). It refers to the technique of automatically extracting new information that was
previously unknown from text-based database. The process of text mining can be divided into
data processing and data analysis.
There are many tools and computer applications for text mining in the field. This
presentation tried to introduce three representative programs for text mining, SAS Text Miner,
tm (Text Mining Infrastructure in R, and IBM SPSS Moduler.

I. 빅데이터로서의 텍스트
영어교육 분야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분석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코퍼
스 언어학(corpus linguistics)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실제 영어 사용자들(원어민, 외국어 학습자
등)의 언어 사용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코퍼스를 구축한 후, AntConc, WordSmith, MonoConc와
같은 콘코던서(Concordancer), 즉 코퍼스 분석 도구를 활용해 단어의 빈도나 분포, 문법 분석, 담
화 분석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교재 제작이나 수업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Biber, Conrad, & Reppen, 1998l O’Keeffe, McCarthy, & Carter, 2007; Reppen, 2010).
하지만 최근 들어 많은 양의 언어 자료를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이를 근거로 의미 있는 추세
나 경향을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데이터 마이닝은 의사의
결정을 목적으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유의미한 추세 혹은 패턴을 찾아내는 방법을 의미
한다(Hearst, 1999). 데이터 마이닝에 사용되는 대용량 베이스는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structured
database)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unstructured database)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정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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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데이터를 말하는 반면, 후자는 수치 데이터를 제외한 데이터 유형, 즉 텍스트, 영상, 이미지
로 구성된 경우를 의미한다.

< 그림 1>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비구조화된 데이터 중 텍스트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텍스트 마
이닝(text mining)이다. Feldman과 Dagan(1995)에 의해 처음 언급된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를 자동적으로 추출하는 기법을
의미한다(Hotho, Nürnberger, & Paaβ, 2005).
영어와 관련된 텍스트 마이닝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Lin(2003)은 저널 기사의 제
목과 내용 사이에 구(phrase)를 매치시키는 텍스트 마이닝 알고리즘을 제시하였고, Mittermayer와
Knolmayer(2006)는 텍스트 마이닝을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토타입을 통해 뉴스 기사에 대한 단기

시장 반응을 예측하였다. 또 van Driel et al. (2006)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요하여 5,000개 이상의
인간의 표현형(human pheonotype)을 분류하였다.
한편 한국어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 관련 연구로서 감미아와 송민(2012)은 경향신문, 한겨례,
동아일보 세 곳의 신문 기사의 내용과 논조의 차이점을 빈도 분석과 군집 분석(clustering), 분류
분석(classification) 등과 같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2> 텍스트 마이닝의 단계별 과정

텍스트 마이닝의 과정은 크게 자료 처리(data processing)와 자료 분석(data analysis)의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자료 처리란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자료 분석에 용이하도록 가공하는 단
계이고, 자료 분석은 데이터 마이닝, 기계 학습, 통계학 등을 통해 텍스트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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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추출하는 단계를 말한다(Hotho et al. 2005). 즉 텍스트 마이닝 기술체계는 자연어처리, 정보추
출, 시각화 데이터베이스, 기계학습 등의 분야를 포함하는 것이다. 텍스트 마이닝에서 가장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은 특성벡터(feature vector)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 방법은 특성 추출(feature
extraction) 과정을 통해 텍스트에 대한 특성 벡터를 생성하게 된다(최윤정, 박승수, 2002). 특성

추출은 텍스트에서 중요한 용어(term)을 인식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흔히 군집화, 분류화, 요약
의 세 가지 방법이 목적에 따라 사용된다.

II. 텍스트 마이닝 도구
텍스트 마이닝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는 SAS Text Miner, R, Python, IMT(Intelligent Miner
for Text), SPSS Modeler 등이 있다(구주나, 2013; 최윤정, 박승수, 2002). 특히 오픈 소스 소프트

웨어인 R은 텍스트 마이닝을 위한 ‘tm(text mining package)’과 한국어 텍스트 마이닝을 위한
‘KoNLP(Korean NLP package) 등이 개발되어 있다. 즉 R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패키지를 이용

하기 때문에 분석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텍스트 마이닝 관련 연구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1. SAS Text Miner
SAS Text Miner는 SNS 컨텐츠, 전자메일, 콜센터 일지 등 다양한 종류의 비정형 데이터를 통

계학적 방식을 통해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이다. 영어는 물론 한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 보여주는 기능이 뛰어나다.

< 그림 3> SAS Text Miner

2. tm (Text Mining Infrastructure in R)
tm은 R을 활용해 텍스트 마이닝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패키지이다. tm 패키지는 다양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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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수집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TXT, PDF, XML 등 전통적인 파일 포맷을 지원은 물론, 플
러그인을 통해 추가적인 파일 포맷 역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tm 패키지는 모듈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의 추가가 용이하다. 또한 오픈소스 소프프웨어이기 때문에 무료로 제
공된다는 점 역시 큰 장점이다.

<그림 4> tm Package

3. IBM SPSS Modeler
IBM SPSS Modeler는 IBM사에 의해 개발된 텍스트 마이닝 소프트웨어이다. 본 소프트웨어는

원래 Clementine이란 이름이었으나 SPSS사를 IBM사가 인수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름을 갖게 되
었다.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별도의 프로그래밍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SPSS Modeler
의 장점이다.

< 그림 5> IBM SPSS Mode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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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의 영어교재 연구

Hyunsoo Lee & Sunghee Lee
(Ch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nglish textbooks which have been developed for and
used by Korea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he study mainly explores the overall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textbooks and the types of learning activities that are included in the textbooks. The
learning activities are further explored in terms of the extent to which language skills are emphasized.
The nine textbooks are examined, and the results a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are revealed below. First, the units of the textbook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work areas or the work environment. Generally the content of each unit is composed
of the learning activities concerning vocabulary, communicative functions, and grammar for the specific
work area. Some project-type activities are also included when necessary. Second, the types of
learning activities that are included in the vocational English textbooks are quite limited. Most of the
learning activities found in the textbooks are fill-in-the-blank type activities. To motivate students to
learn and help them to reach higher level of learning achievement, varied types of learning activities
are desired. The directions of the learning activities should also be stated clear and easy to
understand. Finally, concerning the number and the type of learning activities in terms of language
skill,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are much less emphasized than reading and writing skills in these
textbooks. Since the textbooks that are examined in the study are for practical work areas, oral
communication should receive appropriate atten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researchers
suggested the directions for revision of the textbooks for Kora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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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Korean English Instructors' Perceptions of MOOC

Hyojung Suh · HiJean Kim
(Graduate School of TESOL.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the year of 2012, Massive Open Online Course (MOOC) was introduced and has been
widely known in western and eastern countries. Thus far,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STEM as fields of study (Brewslow et al., 2013), cultural diversity, completion rate, and
many other areas. However, it lacks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MOOC in teaching
English, specifically in South Korea. The aim of this research was to introduce Korean EFL
teachers to MOOCs to acquire information on the perceptions of MOOC viewing in different
areas and their notion on implementing MOOC materials to their classes.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40 current English teachers in South Korea who had no or
less than two years of experience living abroad were lectured on the use of MOOC and
surveyed on the perceptions of MOOC. The perceptions could be defined in a broad way;
therefore, three criteria in particular - effectiveness, accessibility, and understanding - were
measured as perception in this study. Fox (2013) stated that MOOCs could be used as
supplemental learning resources, specifically that MOOC aids teachers by giving them the
resources to learn more about the subject they teach. Furthermore, Wilson et al. (2013)
indicated that MOOC is effective in gaining new knowledge. At last, Gilakjani & Ahmadi,
(2011) claimed the usefulness of MOOC, stated that the activities in MOOCs are not just
applicable in one particular English skill; they also can be applied to reading, listening,
writing, and speaking.
Overall, MOOC is one great resource for teachers to use as supplementary materials in
teaching English. As this research could only provide a basic information on the notion of
MOOCs, it is simply a stepping stone for the future study possibly with a narrowed subject.

I. Introduction
MOOC was introduced in 2012 and has been widely known in western and eastern countries. Most
studies, up until now, have focused o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as
fields of study (Brewslow et al., 2013), cultural diversity, completion rate, and many other areas.
However, there are no available studies which analyze perceptions of EFL instructors who have been
exposed to MOOCs or the effects of using MOOCs in the classroom in Asia, specifically in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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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 addition, there is a lapse in scholarship regarding the perceptions of MOOCs in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Korean EFL teachers to MOOCs, to acquire information on the
perceptions of MOOC viewing in different areas and their notion on implementing MOOC materials
to their classes.
Research question was asked about the perceptions of MOOCs. Perceptions were measured in three
criteria such as effectiveness, accessibility, and understanding.

II. Literature Review
MOOC is defined as “Courses in that they provide a structured curriculum around a given theme or
topic, but learners are expected to be autonomous and manage their own learning by making their
own social and conception connections to suit their own needs” (Tschofen & Mackness, 2012).
A study of the cultural sensitivity of mainstream MOOCs edX and Coursera revealed some features
of these popular MOOCs interfaces which are, in at least some fashion, incompatible with the cultural
perceptions of Koreans (Ahn et al., 2015).

III. Methodology
1. Participants
For this study, 40 EFL teachers teaching any English subject in South Korea were self-selected. All
study participants were currently teaching in South Korea in one of the following categories: as a
full-time English teacher at the public or private school, as after school English teachers, as a
full-time and part-time English teacher at a private institute, or as a freelancer. Participant ages ranged
from the mid-20s to early 50s and targeted EFL students ranged from 1st grade in elementary school
to adults. English courses taught by study participants varied with courses such as conversation,
grammar, listening, reading, writing, business English, or school curriculum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 articipating teachers were required to have no experience or less than two years of
experience residing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2. Materials
Two MOOC plantforms, Coursera and edX, were examined to understand MOOC; however, we
specifically focused on one English course from Coursera, Teach English Now! Second Language
Listening, Speaking, and Pronunciation as developed. This course is one of the courses for a 6-week
TESOL certificate specialization taught by Arizona State University professors. Specifically, w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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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2 Listening Strategies and week 4 Speaking Strategies as mini-lessons on MOOCs for this
study.
3. Research Design
This study used surveys to analyze quantitative data. Questions regarding he perceptions of MOOC
were used same for both pre-survey and post-survey to compare the result. It was constructed in the
following 6-week program. The program was run via web conference, Google hangout, which only
allows a maximum of 25 participants at a time; therefore, it was divided into two groups, 20
participants in each group. Although pre-survey, post-survey, and contents were in English, instructions
and discussion were in Korean.

IV. Results and Discussions
Three criteria such as effectiveness, accessibility, and understanding were measured for perceptions
of MOOC with the Likert Scale(1 = strongly disagree, 2 = disagree, 3 = neutral, 4 = agree, 5 =
strongly agree)
1. Effectiveness
Effectiveness was the first criteria measured in terms of perceptions of MOOCs. Three questions
were asked about effectiveness; however, only 26 out of 40 people were able to answer in pre-survey.
TABLE 1. Effectiveness of MOOCs
Questions
Effective to be used as
supplementary material in class.
Effective to be used for
preparation of English lesson.
Effective enough to recommend to
other EFL teachers in South
Korea.

Survey
Pre
Post
Pre
Post

1
0
0
0
0

2
0
0
0
1

3
16
13
16
2

4
4
19
4
23

5
6
8
6
14

M
3.62
3.88
3.62
4.25

n
26
40
26
40

Pre

0

0

16

4

6

3.62

26

Post

0

1

11

18

10

3.925

40

TABLE 2. Differences Between Pre-Survey and Post-Survey
on Effectiveness of MOOCs
M

SD

df

t

p

-1.50000

2.68701

25

-2.846

.009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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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cessibility
Accessibility was the second criteria measured with three questions asking about the accessibility.
The following two tables illustrate the result and significance of the accessibility.
TABLE 3. Accessibility of MOOCs
Questions
MOOC is easy to access online.
MOOC is easy to access using
mobile application
MOOC mobile application and
website have an easy way to find
the courses that you are looking
for.

Survey
Pre
Post
Pre
Post

1
0
0
0
0

2
0
0
2
1

3
4
13
2
10

4
2
21
4
22

5
6
6
4
7

M
4.17
3.83
3.83
3.88

n
12
40
12
40

Pre

0

0

4

4

4

4.00

12

Post

0

0

11

28

1

3.75

40

TABLE4. Differences Between Pre-Survey and Post-Survey
on Accessibility of MOOCs.
M

SD

df

t

p

-0.66667

2.90245

1.1

-0.796

0.443

**p<.01

3. Understanding
The understanding was the third criteria in measuring the perceptions of MOOCs, and three
questions were asked about understanding. The following two tables represent the number of both
pre-survey and post-survey questions focusing on the understanding of MOOC.
TABLE 5. Understandings of MOOCs
Questions
Professors teaching MOOC speak
slowly enough for you to understand
easily without a subtitle.
English subtitle helps you to
understand at least 70% of the video
lectures.
No subtitle or translation is needed
for you to understand at least 70%
of the video lectures.

Survey
Pre

1
0

2
0

3
6

4
6

5
0

M
3.50

n
12

Post

0

2

12

26

0

3.60

40

Pre

0

0

4

6

0

3.60

10

Post

0

0

19

15

6

3.68

40

Pre

13

14

0

0

0

1.52

27

Post

0

7

22

9

2

3.15

40

TABLE 6. Differences Between Pre-Survey and Post-Survey on Understanding of MOOCs.
M
-4.79310
***p<.001

SD

df

t

p

5.30754

28

-4.863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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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This study intends to introduce Korean EFL teachers to MOOCs, to obtain information on why
EFL teachers are not yet exposed to MOOC and their insights on implementing MOOC materials to
their classes.
In conclusion, participants showed overall positive results. This study is a stepping stone for the
future study, which provides basic information on the perceptions of MO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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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martphone dialogue journals on Korean EFL learners'
writing performance

Na-Young Kim
(Hanshin University)
Kim, Na-Young (Hanshin University). Effects of dialogue journal writing through mobile
phones on EFL learners’ writing ability.
This paper was an attempt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dialogue journal writing through the
use of mobile phones in writing ability improvement of Korean EFL learners. 30 first year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TOEIC listening score: novice (n=10), intermediate (n=10), and advanced
(n=10). During a two-week experimental period, students and teachers wrote and exchanged
their journal writing in mutual response. There were 10 journal writing sessions in total.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take pre- and post-writing tests.
After the post-test, there was a retrospective, in-depth interview. Two raters evaluated the
participants’ written output focusing on complexity, accuracy, and fluency. Results show that
journal writing practice through a mobile device for two weeks improved the intermediate
and advanced learners’ accuracy. In addition, novice and advanced learners’ writing fluency
has also been improved. Moreover, interview results indicate that the participants felt
positively in using mobile phones for dialogue journal writing. Considering tha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studying the effects of mobile-assisted language learning on EFL writing,
this study provides insight into whether the use of mobile phones for dialogue journal writing
can develop EFL learners’ language ability. Several limitations and pedagogical implications
are provided based on these findings.

I. Introduction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rely heavily on learners’ interest and motivation. As emotional
memories tend to be long-lasting, positive attitudes toward learning are essential for successful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However,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a stressful and difficult process (Merrell,
2004). In unfavorable circumstances, foreign language learners often develop negative attitudes that
result in an affective filter that prevents them from using the input to internalize language (Cha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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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A great number of studies, however, have suggested that technology-assisted language learning can
reduce their anxiety, enhance learners’ motivation, and improve their language skills (Bower &
Kawaguchi, 2011). In addition to computer technology, mobile devices can also support language
learning. According to Lan, Sung, and Chang (2007), language learning with mobile devices can also
relieve anxiety, promote motivation to learn, and enhance confidence. Mobile devices have excellent
potential for providing learners with rich, real-time, collaborative, and conversational experienc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lassroom anytime and anywhere with its portability.
Nonetheless, the focus of mobile-assisted learning is mostly on vocabulary, phrases, and grammar
rather than other aspects (Thornton & Houser, 2005). Even though English writing has become an
essential skill in EFL contexts (Kim, 2010),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related to writing ability
improvement through mobile phone. Particularly, there is a paucity of research in dialogue journal
writing through a mobile device. Although dialogue journal writing has been claimed to be beneficial
for enhancing learners’ language ability (Liao & Wong, 2010; Peyton, 2000), most studies on dialogue
journal compares the effect of computer-assisted dialogue journal (e.g. email-based journal writing) to
traditional pen-and-paper dialogue journal.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how dialogue journal
writing through mobile phones affects learners’ writing performance. The research attempts to find
answers to two research questions:
1) What are the effects of dialogue journal writing through a mobile phone on EFL learners’
writing performance?
2) What are the effects of dialogue journal writing through a mobile phone on EFL learners’
perceptions of English learning?

II. Literature Review
A dialogue journal refers to an online written interaction between two people and it has been used
to facilitate foreign language learning (Peyton, 2000). The dialogue journal interaction can occur in
various ways such as letters, notebooks, email exchanges, and audio journals. By exchanging
experiences and ideas, dialogue journal writing promotes learner engagement with learning and
improve writing skills in a non-evaluative context. Since the 1980s, dialogue journal practice has
proliferated around the world (Peyton, 2000).
Ghahremani-Ghajar and Mirhosseini (2005) examined how dialogue journal writing provides
opportunities to bring critical pedagogy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Findings revealed that dialogue
journal writing provides the learners with opportunities to express their own voice and also improves
their writing ability.
Liao and Wong (2010) also investigated the effects of English dialogue journal writing. Ove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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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week period of time, 41 high school students in Taiwan each wrote 24 journal entries. Results of
their study showed that the journal writing helped the students become aware of self-growth as well
as self-understanding as foreign language learners and increased their writing motivation.
Lin, Li, Hung and Huang (2014) explored the effects of blogging a journal writing in EFL writing
classroom.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blogging a journal helped the learners outperform the
pen-and-paper journal writing group. In addition, the blogging group experienced less anxiety in
writing than did the pen-and-paper group. This suggests that the blogging can be an effective
approach for learners in improving both writing skills and learning attitudes.
Similarly, Foroutan, Noordin, and bin Hamzah (2013) also compared the effect of conventional tools
as e-mail and pen-and-paper on the writing performance.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e-mail
dialogue journal group performed better in writing. This study provides a guide for language educators
on how e-mail can be integrated in language classroom.
In spite of these kinds of advantages in dialogue journal writing,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related to the use of mobile phones. Most studies on dialogue journal writing compares the effect of
online dialogue journal through a computer with traditional (pen-and-paper) dialogue journal. Mobile
technology is now feasible approach to overcome many of the barriers in language learning and many
studies have investigated new methods of language learning made possible by the unique features of
mobile devices, including portability, context sensitivity, social interactivity, individuality, connectivity,
and immediacy (Lan, Sung, & Chang, 2007). However, the focus of mobile-assisted learning is mostly
on vocabulary, phrases, and grammar (Thornton & Houser, 2005). There is still a lack of mobile
learning in EFL writing especially for dialogue journal writing.

III. Methodology
1. Participants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eacher-student dialogue journals according to
students’ proficiency level. 30 first year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Studen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TOEIC listening score. There were 10
novice, 10 intermediate, and 10 advanced students.
2. Instruments
In order to explore the effect of dialogue journals through a mobile phone, students and teachers
wrote and exchanged their writing in mutual response. One of the famous social network services,
KakaoTalk, was used for this study. All students were already familiar with this service. Using
KakaoTalk on their mobile phone, they interacted with each other anytime they want for two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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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ere 10 journal writing sessions in total. The number one advantage of dialogue journals using
a mobile phone was that students can record an event as soon as possible after it has occurred. This
could overcome the disadvantage of other types of diaries, since the participants may not remember
the exact details of what happened, what they thought, and how they felt at the time when they write
diaries at the end of the day.
3. Research Procedures
Before and after the two-week treatment period, participants were asked to take pre- and
post-writing test with narrative tasks. They described one of the most memorable experiences with
their mobile phone. After the post-test, there was a retrospective, in-depth interview with three
randomly selected participants from each proficiency group. Individual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to obtain detailed descriptions how the participants felt the dialogue journal writing through a mobile
phone. The semi-structured interview consisted of some questions to examine their perceptions of
English learning.
4. Data Analysis
Two raters certified in TESOL evaluated the participants’ written output focusing on complexity,
accuracy, and fluency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 (Knoch, Rouhshad, Oon, & Storch, 2015). The
inter-rater reliability was more than .90. The measures were T-unit based. Accuracy was measured
manually via the percentage of error-free T-units. Fluency was measured via the number of words.
Grammatical complexity was measured via the average numbers of clauses per T-unit. For lexical
complexity, average word length was measured. P value was set at .05. The interviews were
transcribed and analyzed qualitatively and thematically.

IV. Results
1. Writing Ability Improvement
There were some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tests in accuracy. Results
showed slight changes across time for both intermediate and advanced-level learners (see Table 1). In
terms of intermediate-level learners, mean score on the pre-test was 2.20 while 3.20 on the post-test.
As for advanced learners, mean scores were 3.50 on the pre-test while 4.40 on the post-test. Findings
indicate that learners can produce more accurate output as a result of participating in dialogue journal
writ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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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ccuracy
Proficiency Level
Intermediate
Advanced

Time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Mean
2.20
3.20
3.50
4.40

SD
0.63
0.79
0.85
0.84

t

p

6.70

.00

2.59

.03

t

p

4.07

.03

2.44

.04

<Table 2> Fluency
Proficiency Level
Novice
Advanced

Time
Pre-Test
Post-Test
Pre-Test
Post-Test

Mean
71.00
89.00
125.00
141.11

SD
8.76
7.38
32.30
134.07

Also, fluency measured by the number of words significantly increased on the post-test for novice
and advanced proficiency groups (p < .05). In terms of novice-level learners, mean score on the
pre-test was 71.00 while 89.00 on the post-test. As for advanced learners, mean scores were 125.00
on the pre-test while 141.11 on the post-test. This result indicates that learners have performed more
written output in the posttest.
Even grammatical complexity seemed to be improved, differences fell short of significance as they
were smaller than the set p-value .05. In terms of lexical complexity, pre- and post-test results did
not differ statistically over time.
In the interview, most respondents presumed that writing a dialogue journal would improve their
English writing and believed that their writing skill had actually improved over two weeks. Also they
responded positively to using a mobile phone for dialogue journal writing. Across the proficiency
levels, the participants believed that journal writing through a mobile phone reduced their anxiety,
increased self-confidence, and boosted motivation. However, they felt there was a lack of teacher’s
feedback. The participants wanted more error correction from their teacher when writing a dialogue
journal.

V. Conclusion
Although these hand-held mobile devices have a great reputation in mobile learning, their small
screens can be frustrating (Thornton & Houser, 2005). Nevertheless, journal writing practice through a
mobile device for two weeks improved the participants’ writing accuracy and fluency. Since all
participants were familiar with KakaoTalk service, they were easily engaged in this study. Also, they
felt positively in using mobile phones for dialogue journal writing.
As Merrell (2004) pointed out,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has a low affective-filter, meaning
minimal stress and non-threatening, is essential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this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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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ogue journal writing through a smart phone is worth improving EFL learners’ writing performance,
and further, lowering the affective filter. However,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needs a follow-up
study using a larger number of subjects in order to increase the generalizability in the same subject
area. Also further research on other task types of writing is needed to enhanc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ffect of the use of mobile phones on English writing and to investigate how writing skills can
be improved in detail.

References
Bower,

J.,

&

Kawaguchi,

S.

(2011).

Negotiation

of

meaning

and

corrective feedback

in

Japanese/English eTandem.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15(1), 41-71.
Chastain, K. (1988). Developing second language skills: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NY: Harcourt
Brace Jovanovich Publishers.
Foroutan, M., Noordin, N., & bin Hamzah, M. S. G. (2013). Use of e-mail dialogue journal in
enhancing writing performance. Asian Social Science, 9(7), 208-217.
Ghahremani-Ghajar, S. S., & Mirhosseini, S. A. (2005). English class or speaking about everything
class? Dialogue journal writing as a critical EFL literacy practice in an Iranian high school.
Language, Culture and Curriculum, 18(3), 286-299.
Kim, Y. (2010). A conceptual model of Korean university EFL learners’ writing performance.
Linguistic Research, 27(3), 475-498.
Knoch, U., Rouhshad, A., Oon, S. P., & Storch, N. (2015). What happens to ESL students’ writing
after three years of study at an English medium university?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28, 39-52.
Lan, Y. J., Sung, Y. T., & Chang, K. E. (2007). A mobile-device-supported peer-assisted learning
system for collaborative early EFL reading.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11(3), 130-151.
Liao, M. T., & Wong, C. T. (2010). Effects of dialogue journals on L2 students’ writing fluency,
reflections, anxiety, and motivation. Reflections on English Language Teaching, 9(2), 139-170.
Lin, M. H., Li, J. J., Hung, P. Y., & Huang, H. W. (2014). Blogging a journal: Changing students’
writing skills and perceptions. ELT Journal, 68(4), 422-431.
Merrell, A. (2004). The benefits of incorporating music in the classroom. Retrieved July 1, 2017 from
http://udreymerrell.net/INTASC/INTASC6/ the%20 benefits%20of% 20incorporating %20music.pdf
Peyton J. K. (2000). Dialogue journals: Interactive writing to develop language and literacy. Retrieved
July 31, 2017, from http://www.cal.org/caela/ esl_resources /digests/Dialogue_Journals.html
Thornton, P., & Houser, C. (2005). Using mobile phones in English education in Japan.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21(3), 217-228.

- 72 -

Suggesting contact points between future technologies and teaching-learning
methods focused on algorithm

원은석
(목원대학교)
Won, Eun-Sok. Suggesting contact points between future technologies and teaching-learning
methods focused on algorithm.
This study set its focus on importance of algorithm as a contact point between future
technologies an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ologies. This study suggests a new term
‘algorithm literacy’ in understanding how to utilize technologies in English education.

I. 4차 산업혁명과 사회의 변화
구글(Google)의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알파고(AlphaGo)가 2016년 3월 한국의 바둑
기사 이세돌을 4대 1로 압도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많은 일반인들이
컴퓨터가 아직 인간의 지능을 따라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세돌의 승리를 예견했지만, 실
제로 많은 공학자들은 알파고의 승리를 예측하고 있었다. 더불어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한 스마
트폰 게임 콘텐츠인 포케몬고(PokemonGo)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인공지능과 증강현실과
같은 이전에는 생소했던 기술들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얻게 되었다.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사회 전반적으로 큰 화두로 부상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3D프린터 등 다양한 기술들의 등장으로 디지털

기술이 물리, 생물 등의 영역과 융합되는 새로운 사회혁명을 의미한다(이주호 2017). 이 기술혁
명으로 인해 향후 15개 국가에서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475만개가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말미암아 교육계에서도
어떤 인재를 어떻게 육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며, 어떤 역량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II. 알고리즘 : 미래기술 이해의 열쇠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하게 정의된 유한개의 규칙과 절차의 모임을 의미
한다(김의중 2016). 즉,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단계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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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MacCormick 2012). 컴퓨터로 구동되는 모든 시스템은 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운영
되고, 그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즉, 알고리즘은 기술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 결과를 도출해 내는
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열쇠와 같다(임백준 2015).
실제로 기술 및 컴퓨터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미래기술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미래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어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구조를 대략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해당 서비스가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구글번역의 경우 빅데이터와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동적으로 품질이 개
선되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심층구조까지 깊이 이해하는
것은 비전문가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구글번역을 구성하는 주요 알고리즘의 표층
구조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언어로 된 문서를 비교 분석하여 번역에 반영’하는 것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로 쓰여진 헤밍웨이 소설이 일본어와 한국어로 번역이 되
었다면, 구글번역은 영어, 일본어, 한국어로 된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여 번역을 위한 기본 데이
터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글번역의 알고리즘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예측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어-영어’의 번역과 ‘한국어-일본어’ 번역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정
확도가 높을 것인가에 대해 ‘한국어-일본어’ 쌍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수가 ‘한국어-영어’의 텍
스트 수보다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어-일본어’번역 결과가 더 정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알고리즘에 대한 표층적인 이해만으로도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또한 어떤 결과
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는 기술을 영어교수학습 활동에 접목했을 때, 단순히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
게 해준다. 즉, 구글번역을 영어수업에 활용한다면, 구글번역의 알고리즘을 토대로 어떤 상호작
용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번역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예측할 수 있으므
로 적절한 메시지의 선택이나 번역 오류에 대한 수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기 이외에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다양한 미래기술들이 점차 진화하고 있으
며,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와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미래기술의
특징은 자체적으로 진화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교육에 접목될 기술은 단순히
교수자와 학습자의 활동을 돕는 보조적 역할에서 벗어나 교수자, 학습자와 함께 상호작용을 수
행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김갑수, 박영기 2017). 따라서, 지금
까지 기술을 접목한 교수학습 활동에서 제안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목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Ⅲ. 교수학습모형 : 교수학습방법의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기술에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다. 입력이 주어지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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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되는 과정이 있다면, 해당 과정을 순차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렬한 결과물 역시 알고리즘에
해당된다(임백준

2015).

Richards와

Rogers(1982)는

기본이론(approach),

방법(method),

절차

(procedure), 기법(technique)을 교수학습 활동에 맞게 제시한 것을 교수학습모형이라고 정의하였

다. 이는 영어 교수학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기본
이론’은 수업에서 활용할 교수방법, 절차, 기법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대표적으로 행동주의, 인지
주의, 구성주의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방법’은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영어교육을 효과적으로 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하며 과제중심학습, 문제해결학습, 협동학습 등이 해당된다. ‘절차’는
수업이 진행되는 순서를 의미하며, ‘기법’은 수업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의
미한다. 지금까지 영어교육에서 활용되어 온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은 이러한 모형의 형태로 정리
가 가능하며, 모형에서 제시하는 일련의 체계가 바로 알고리즘의 구성 방식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처럼 교수학습방법이 알고리즘화 될 수 있으면, 앞서 논의한 미래기술과 영어교수학습 방법
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될 수 있다. 콘텐츠가 결과물을 산출하는 방식과 과정이 상호작용
의 주체로 활용 가능한지, 또는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 또는 두 경우 모두 활용 가
능한지 파악하고, 교수학습 과정의 어느 지점에 기술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등 단순히
기술을 빌려 활용하는 기존의 기술기반 교수학습방법에서 한 걸음 나가 사용자의 필요에 맞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활용 비중을 보조의 역할
에서 상호작용의 주체 중 하나에 이르기까지 조절하며 수업의 목적에 맞게 어느 과정에서 어떤
적절한 기술을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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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ask Complexity on Korean University Student's Narrative
English Writing
김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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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Tae-Won & Kim, Haedo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Effects of Task
Complexity on Korean University Student’s Narrative English Writing.
Among the various components of the task, task complexity has often been controlled to affect learner’s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task complexity on English writing
performance and find differences between the performance of the simple task and complex task.
The study manipulated task complexity with two dimensions; the amount of information in the task (±Few element)
and tense (±Here-and-Now). With these two variables, present study manipulated complexity of the task and had
thirty-one Korean college students to do English writing that writes the story of the wordless cartoon. Four types
of tasks were given to participants; write with little information in present and past tense, and much information
in present and past tenses. All participants performed four tasks in two weeks; two tasks for each week to avoid
the memory effect. Coh-metrix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participant’s writing word by word. With
Coh-metrix analysis results, the study used two-way ANOVA to examine differences between the four tasks.
The results showed that lexical diversity and lexical complexity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complex writing
task compare to the simple writing task. On the other hand, syntactic complexity mostly did not show any statistical
differences. The results also revealed how two different task complexity dimensions impact on English writing.
In detail, ±Few element dimension affected on the lexical complexity and lexical diversity of writing, while
±Here-and-Now dimension did not show noticeable influence. With these results, the study concluded high task
complexity leads to a greater performance in English writing. Moreover, ±Few element task complexity dimension
may contain greater influence on English writing than ±Here-and-Now task complexity dimension.

I. Introduction
Over the decades, the task has been used as core role for language acquisition in a task-based learning context.
As the role of the task has increased in class, several researchers have explored the effects of task on language
performance in order to design or use task effectively (Ishikawa, 2007; Robinson, 1995; Skehan, 1998; Skehan
and Foster, 1999, 2001).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in a line of these studies.
In this research field, a number of researchers accept Robinson’s Cognitive Hypothesis and Triadic Framework
(Robinson, 2001a, 2003, 2007b, 2011)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ask on learner’s language performance. As
there are multiple studies providing evidence for Robinson’s theory and model, this study also adopts Robinson’s
theory and model to analyze the effect of task on English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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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Overview of the Study
1. Robinson’s Triadic Framework and Cognitive Hypothesis
Robinson suggested Triadic Framework to explain the construct of the task. According to his model,
there are three dimensions affect learner’s performance: Task complexity, Task condition, and Task
difficulty. Among these three, task complexity is directly related to the difficulty of the task. The
higher task complexity requires the more cognitive resources when learners perform the task.
Furthermore, Robinson suggested Cognitive Hypothesis and claimed complexity of the task is key to
elicit an advanced performance from learners. According to Robinson, accuracy, fluency, and
complexity of learner’s task performance would increase when task demand more cognitive resource to
use. In other words, the performance of the complex task would be more accurate, fluent, or complex
than a simple task.
Based on Robinson’s model and theory, several researchers conducted studies and provided evidence
in various context (Gilabert, 2007; Kim, 2009; Michel, Kuiken & Vedder, 2012; Robinson, 1995;
Salimi & Dadashpour, 2012). However, many of them were conducted in speaking performance
context and only a few studies provided evidence for Robinson’s model in writing context (Frear &
Bitchener, 2015; Ishikawa, 2007; Kormos, 2011). Therefor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task complexity in writing task; manipulated by two task complexity dimensions.

2. Method
1) Procedure
31 Korean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write the story of a wordless cartoon that has six series
of pictures. There are two types of the cartoon; simple cartoon and complex cartoon. The story of
both cartoons is almost same but the complex cartoon contains more characters and objects to
describe (-Few element). Also, there are two types of directions. Participants were asked to write in
present tense with looking at the cartoon (+Here-and-Now) and write in past tense without looking at
the cartoon (-Here-and-Now). Thus, participants completed four types of task in total (±Few element ×
±Here-and-Now). To avoid memory effect, they performed two tasks for the first week and other two
for next week.
2) Analysis
The study used Coh-Metrix to analyze participants writings. This automated text analysis program
makes possible to analyze text/discourse and represent with 106 indices. Among these, present study
mainly focused on lexical complexity, lexical diversity, and syntactic complexity indices.
Lexical diversity represents how lexis in the text are diverse. Several studies use Type-Token Ratio
(TTR) to represent lexical diversity. Next, lexical complexity represents how lexis in text sophisticated.
Skehan (1989) explained lexical complexity as “advanced language”. Similarly, Read (2000) argued
this notion with “lexical sophistication”. Finally, syntactic complexity represents how structur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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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ences are complex. These results of Coh-Metrix were analyzed with two-way ANOVA.

III. Findings and Discussion
1. Lexical Diversity
The result showed that lexical diversity of writing performance w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detail,
Number of sentence, Number of words, Measure of Textual Lexical Diversity (MTLD) indices
consistently indicate an increase of lexical diversity when task contains more information (-Few
element). On the other hand, ±Here-and-Now task complexity dimension did not affect lexical
diversity. A similar result also can be found in Frear and Bitchener’s (2015) research.
2. Lexical Complexity
Lexical complexity somewhat increased when task contains many elements (-Few element). The
result showed up an increase of Word meaningfulness and Word concreteness indices. However, other
indices relate to lexical complexity such as Age of acquisition, Word familiarity, Word imagability,
Word polysemy, and Word hypernymy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imple task and
complex task. Thus, present study’s result provides little evidence for the effect of task complexity on
lexical complexity.
3. Syntactic Complexity
Syntactic complexity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simple task writing and complex
task writing. Indices relate to syntactic complexity such as Words before main verb, Number of
modifiers, Sentence syntax similarity, and Infinitive density remained similar. According to Ishikawa
(2007), syntactic complexity would increase in –Here-and-Now condition. However, the result of the
present study indicates ±Here-and-Now dimension does not effect on the complexity of writing
performance.

IV. Conclusion
The study analyzed 124 English writings of 31 participants to find the effect of task complexity.
As a result, the researcher concluded when task complexity manipulated with ±Few element and
±Here-and-Now task complexity dimension, lexical complexity and lexical diversity increase while
syntactic complexity remained same. Since ±Few element dimension affects lexical complexity and
diversity while ±Here-and-Now dimension did not show any noticeable impact, the present study
concluded

learner’s

cognitive

resource

is

sensitive

±Here-and-Now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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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민
(성신여대)

딕토글로스 활동이 초등영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박현자
(사능초등학교)

Park, Hyun-Ja (Saneung Elementary School).

Change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listening/writing achievement and affective domain through dictogloss.
Dictogloss is a focus-on-form instruction task which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accuracy
through meaning-focused listening and writing activities.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possible changes of listening and writing achievement and affective domain when dictogloss
activities were implemented to elementary students. For the study objective, forty-one fifth-grade
elementary students participated in eight forty-minute sessions of dictogloss instruction for six
weeks. Four types of activities were used for dictogloss lessons: traditional dictoglss, picture
dictation, partial dictation dictogloss, and scrambled dictogloss. To gather research data,
listening and writing tests were administered along with a survey questionnaire before and after
the dictogloss classes. Since listening and writing tests used for this study were formative
assessment, Wilcoxon matched pairs signed rank test, a non-parametric test for repeated t-test
was used.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students’ listening and writing achievement. Compared to listening, writing
achievement has greatly improved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Second, the affective domain
also significantly improved; in particular, students’ anxiety level decreased and confidence
increased. Pedagogical implications are provided in the end of the paper.

I. 서론
제2 언어 습득에서 언어입력과 출력의 논쟁이 계속 되는 가운데 Long(1996)은 형태중심 접근법
(focus on forms)과 의미중심 접근법(focus on meaning)과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의미에 바탕을 둔 형

태초점 접근법(focus on form)을 제시하였다. 형태초점 접근법은 언어의 형식을 분리하여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유의미한 상황 속에서 목표언어의 형태에 주목하도록 하여 정확성과 맥락
적인 유창성을 모두 키울 수 있는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형태초점 접근법 활동 중 하나로 딕토글로스(Dicogloss) 기법은 기존의 받아쓰기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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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개인 또는 소집단이 함께 듣기를 하며 받아 적은 중심 단어나 문장으로 구성원간의 배경지식
을 활용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원문과 최대한 비슷한 텍스트로 재구성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딕토글로스 활동의 과정은 소집단 협력활동 속에서 의미협상을 유도하는 이해중심 활동으
로 개개인의 학습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Jacobs & Small, 2003).
그리고 이에 본 연구는 교과서의 지문과 듣기자료를 활용하여 각 차시에 적합하도록 변형한 딕
토글로스 모형을 적용하여 초등 학습자의 듣기와 쓰기 성취도, 정의적 영역의 변화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딕토글로스 활동 수업 전·후 초등영어 학습자의 듣기 성취도에 변화가 있는가?
둘째, 딕토글로스 활동 수업 전·후 초등영어 학습자의 쓰기 성취도에 변화가 있는가?
셋째, 딕토글로스 활동 수업 전·후 초등영어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에 변화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형태초점 교수법은 의사소통능력이 의미와 언어의 형태에 대한 학습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 속에 Long(1996)에 의해 제안된 교수법으로 의미에 중심을 둔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환경 속에서 동시에 문법 형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법이다.
형태초점 교수법에는 다양한 교수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입력강화(Sharewood Smith, 1993), 문
제해결활동(Willis, 1996), 딕토글로스(Wajnryb, 1988), 과제중심학습(Hornby, 2010)등의 다양한 활
동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초등영어 학습자에게 적합한 딕토글로스 활동을 선택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Wajnryb(1990)에 의해 고안된 딕토글로스(dictogloss)는 받아쓰기(dictation)와 어휘(glossary)의 합

성어로 문법 받아쓰기(grammar dictation)라고도 불리는 짧은 글을 받아쓰기 하는 활동이다. 딕토
글로스 활동은 전통적인 받아쓰기와는 달리 학습자는 내용이나 정보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소집
단 내에서 문장을 재구성해야 한다. 활동의 과정은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준비(pre-dictation),
받아쓰기(dictation), 재구성(reconstruction), 분석 및 수정(analysis with correction)의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이용하여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
해 문장을 재구성하고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언어의 형태와 문법에 집중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Kowal & Swain, 1994: Wajnryb, 1990). 그래서 딕토글로스는 협동학습 과
제로 학습자에게 언어 출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결과를 평가·분석하는 자율성과 동료코칭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Jacobs와 Small(2003)은 딕토글로스가 학습자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여 8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

다: 그림 딕테이션(picture dictation), 의견 딕토글로스(dictogloss opinion), 학생 통제 딕테이션
(student-controlled dictation), 협상 딕토글로스(dictogloss negotiation), 요약 딕토글로스(dictogloss
summaries),

가공

딕토글로스(elaboration

dictogloss),

학생

대

dictation), 문장 스크램블 딕토글로스(scrambled sentence dictog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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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딕테이션(student-student

2. 선행 연구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서유정(2016)은 딕토글로스 활동이 쓰기에 유
의미한 향상이 있었으며, 정의적 영역에서는 자신감과 흥미도 향상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박선
호와 송현진(2013)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6주간 8차시의 딕토글로스 활동을 통한 수준별 지도
로 문법성, 듣기, 쓰기 능력의 향상을 살펴보았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의사소통중심 수업을 실시
한 비교반에 비해 딕토글로스 수업을 실시한 실험반이 유의미한 쓰기 능력의 향상을 보였으며,
특히 하위집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윤주(2015)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쓰기 정확도에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박옥희(2013)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자들의 쓰
기 능력이 향상과 자신감에서는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으나 협동심은 오히려 줄어드는 형상을 보
였다. 이효신(2011)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듣기 성취도와 정의적 영역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
면, 주미란(2014)은 듣기 능력 향상과는 달리 자신감은 향상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실험은 사교육의 기회가 적고 하위학습자의 비율이 높은 경기도 남양주 소재 공립 S초등학
교 5학년 총 2개 학급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5학년 대교출판사 영어 교재를 사용하여 3월 2주부터 4월 2주까지 6주 동안, 주 3
회 정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수업시간은 40분을 1차시로 진행하였고, 한 단원은 총
7차시로 1, 3, 4차시에는 교과서 활동 후 딕토글로스를 실시하고 7차시에는 전체 활동으로 구성

하였다.
2. 연구 도구
1) 사전·사후 듣기·쓰기 성취도 평가 및 정의적 영역 설문조사

딕토글로스 활동을 통한 초등영어 학습자의 듣기와 쓰기 성취도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과 사후에 듣기·쓰기 성취도 평가를 준비하였다. 사전 성취도 평가는 4학년 2학기 교과내용
으로 구성하였고, 사후 성취도 평가는 실험기간동안 학습하게 되는 5학년 1, 2단원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평가지는 대교출판사의 교사용 문제은행에서 단원평가 문항들을 수정·보
완하여 제작하였으며, 사전·사후 평가 내용은 상이하지만 15점 만점으로 문항의 구성은 동일하
게 하였다.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에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실시한 설문지는 4가지 영역으로 학습
자의 흥미도, 자신감, 불안감, 그리고 협동심으로 나누고 각 영역은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사
전과 사후 협동학습 선호도를 묻는 문항도 추가하였다. 그리고 사후 설문지는 사전 설문지와 동
일하도록 구성하고, 설문지 마지막 부분에서 딕토글로스 활동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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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하였다.
2) 딕토글로스를 활용한 활동의 설계

수업에서는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각 차시에 알맞은 영역과 난이도에 맞도록 딕토글로스 활
동을 선정하고 이를 총 7차시 중 4회 적용하고 그 외 3차시 교과서 중심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1, 3, 4, 7차시에 적용된 딕토글로스 활동을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수업활동
차시
1
2
3
4
5
6
7

활 동
Dictogloss
교과서 활동
Dictogloss
Dictogloss
교과서활동
교과서활동
Dictogloss

세부활동
Picture Dictogloss
Do Speaking Activities Listening to Target Functions
Word Scrambled Sentences Dictogloss
Partial Dictation(Student-to-Student Dictation)
Complete Sentences Using Words or Phrases
Project Activity Using Target Functions and Language Forms
Long Dialogue Dictogloss

IV. 결과
1. 딕토글로스 사전 ·사후 듣기 성취도 변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듣기·쓰기 성취도 평가는 규준 참조 평가 결과의 정규성(normal
distribution)을 전제할 수 없으므로 비모수 통계(non-parametric statistics) 방법에 해당하는 Wilcoxon
matched pairs signed rank 검정을 사용하였다. 딕토글로스 전·후 듣기 성취도 평가 차이의 표준화

된 검정값 결과는 전후 듣기 성취도 평가 중위수 차이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0.00005에
서 기각하였다(z = -5.022, p < 0.00005). 즉, 딕토글로스 수업이 학습자의 듣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 표 2> 사전 · 사후 듣기 성취도 평가 결과
Post-Test – Pre-Test(Listening)
Rank(Bigger Pre-Test)
Rank(Bigger Post-Test)
Same Rank
Sum

N
1
33
7
41

Average Rank
5.50
17.86

Rank Sum
5.50
589.50

z
-5.022*

Note. * p < 0.00005

2. 딕토글로스 사전 ·사후 쓰기 성취도 변화

딕토글로스 전후 쓰기 성취도 평가 차이의 표준화된 검정값 결과는 전·후 쓰기 성취도 평가
중위수 차이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0.00005에서 기각하였다(z = -5.519, p < 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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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딕토글로스 수업이 학습자의 쓰기 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 표 3> 사전 · 사후 쓰기 성취도 평가 결과
Post-Test – Pre-Test(Listening)
Rank(Bigger Pre-Test)
Rank(Bigger Post-Test)
Same Rank
Sum

N
1
33
7
41

Average Rank
5.50
17.86

Rank Sum
5.50
589.50

z
-5.022*

Note. * p < 0.00005

3. 딕토글로스 사전 ·사후 정의적 영역 변화

딕토글로스 활동 후 학습자들의 정의적 영역의 변화는, 먼저 자신감과 불안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 중 자신감은 사후 검사지의 순위합 값이 861.00으로 나타나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었고(z = -5.599, p < 0.00005), 다음으로 불안감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었다(z =
-3.113, p < 0.005). 그 외 정의적 영역 중 흥미도, 협동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딕토글로스 수업이 자신감, 불안감 정의적 영
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둠활동 선호도도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딕토글로 활
동에 대한 만족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첫째, 딕토글로스를 활용한 수업이 학습자의 듣기 성취도 변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둘째, 딕토글로스 수업 전·후 쓰기 평가 순위값 합 차이(Rank Sum = 820.00)가 듣기 평가 순위값
보다 크게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는 딕토글로스 활동이 듣기 보다는 쓰기 성취도 향상에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셋째, 딕토글로스 수업은 초등학습자의 자신감, 불안감 정의적 영역
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 외 흥미도, 협동 영역에서 또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리고 딕토글로스 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딕토글로스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딕토글로스 활동이 듣기와 쓰기 성취도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므로, 현장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학습자의 성취도 능력을 고려하여 딕토
글로스 활동모형을 선택·적용한다면 학생들의 성취도에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딕토글로스 활용 수업 모형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되어 초등 영어 학습자에게 적합
한 자료와 방법이 고안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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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 전문번역 교육의 방향

한승희
(한국외국어대학교)

Han, Seungh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rofessional Translator Education i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ge
Translation technology industry which has developed centering around machine translation
currently requires human resources such as developers with coding competence, language
experts with natural language processing competence, and translators, reviewers and project
managers with instrumental/communicative competence. The translation studies and industries
have witnessed mixed opinions such as pessimism that machine will eventually replace human
professions and progressivism that translation profession will evolve as humans adapt
themselves to changing concept of translation in this technological age. This paper will reflect
professional competences requested by language service providers through the prism of
translation pedagogy and suggest how professional translator education recalibrate its direction.
LSPs are looking for professional developers, language experts, translators, reviewers and
project managers who have been already equipped with a wide range of knowledge about
linguistic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translation quality evaluation, field-specific insights as
well as system, function and application of computer-assisted translation. Knowledge depth
required may vary by occupational group, but bilingual and translational competences are
commonly expected as they are critical to understand linguistic and/or translational
phenomenon and resolve related issues. Considering the aforementioned information, we can
predict that there will be two plausible career paths. Bilingual engineers, linguists and project
managers may grow into an expert after acquiring language and translation competence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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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instrumental application and quality evaluation. This paper discusses where the
current professional translator education should be headed in the age of technological
paradigm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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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Natural Language Engineering에 게재된 Industry watch: The commercial NLP landscape in
2017(Dale, 2017)은 Gartner, Forrester, IDC 등의 분석을 기반으로 언어기술 산업의 동향을 예측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30년 전 자연어처리 분야는 데이터베이스/대화 인터페이스, 콘텐츠 스캐닝,
텍스트 에디팅, 기계번역, 대화 작성으로 나뉘었는데 30년이 지난 현재 대화(추천)시스템, 텍스트
분석, 문법 교정, 기계번역, 음성인식으로 각기 발달 중이다. 이중 기계번역은 번역과 직접 관련
된 분야로 2016년 Google과 Microsoft사가 인공신경망 기반 자동번역기를 공개하면서 이목이 집
중되고 있다. 기계가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비관론과 전통적 번역 개념 변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발전론적 시각이 공존하는 가운데 본고는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기
존 번역교육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번역 패러다임의 전환
1. 언어 산업 동향
Dale(2017)에 따르면 기계번역 분야의 주요 주체는 언어서비스기업(Language Service Provider)이

다. LSP들은 기계번역기 개발보다 컴퓨터보조 인간번역에 바탕을 둔 다국어 번역 서비스 및 마
케팅 콘텐츠 개발에 사업적으로 주력하고 있다. 즉 이들은 기계번역 자체보다 언어 산업 자동화,
지원, 기계번역물 포스트 에디팅 도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실제 기계번역기의 알고리
즘 개발은 Google, Microsoft, Systran과 같은 IT 회사가 담당하며, LSP들은 이들 IT 기업에게 다
국어 번역 및 기계번역물 포스트 에디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번역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다. 그
리고 이들이 생산하는 번역 코퍼스는 기계번역 발달에 핵심적인 훈련 데이터의 역할을 한다.
세계 최대 LSP인 Lionbridge의 주요 고객은 Google과 Microsoft사로 2015년 기준 매출의 15%,
11%를 각각 차지하였다(Dale 2017). 최근 Google과 Microsoft는 통계 기반 기계번역기를 인공신경

망 기반 기계번역기로 전환하였으며 주요 기계번역 개발업체인 Systran도 NMT로의 전환을 선포
하였다. 하지만 실질적 서버 운용과 오류 수정 및 평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분간 NMT로의 전
면적 전환은 어려울 전망이며 해당 기업 대다수가 번역 병렬 코퍼스를 필요로 하는 SMT를 병행
사용 중이다(김준석, 2017). 결국 기계번역이 인간번역처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품질을 보장하
기 전까지 인간번역은 기계번역 성능 향상을 위한 훈련 데이터 구축의 원천이 될 전망이다. 따
라서 대규모 번역 결과물의 전산화 및 품질 관리에 필수적인 컴퓨터보조도구 기반 번역 및 감
수,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의 수요는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2. 번역의 기술적 패러다임 전환

이러한 변화에 대해 번역학자들은 번역의 기술적 패러다임 전환으로 설명한다(Zhang et al,
2012). 기술적 패러다임 전환이란, 번역에서 기술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번역 행위 자체의 개

- 90 -

념이 변화하며 기술이 사용자와 사회에서 분리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진화하여 번역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보인다(Alonso et al, 2015). 언어기술이 자연어 처리를 주로 지칭하는 반
면, 국내에서 아직 다소 낯선 번역기술이라는 용어는 과거에는 번역 전산화에 관련된 문제와 기
술을 지칭하였으나 앞으로는 언어장벽으로부터 세계를 해방시키는데 필요한 기술 전반을 지칭하
게 될 것으로 보인다(Chan 2016). 번역기술은 컴퓨터보조번역(Computer-assisted translation) 도구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관리, 생성, 처리, 편집, 게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번역기술 교육
은 시스템, 기능,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전문번역 교육이
번역기술을 바탕으로 이중 언어 및 번역 능력뿐 아니라 도구 활용 능력, 텍스트 분석 및 작성
능력, 품질평가 능력이 모의 실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때 현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성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III. 인공지능시대에 요구되는 전문번역 인재상
1. 기업의 채용 기준
1) 기계번역 분야

기계번역에서는 개발자 직군과 언어전문가 직군을 채용한다. 과거에는 컴퓨터공학자들로만 국
한되었으나 자연어 처리 능력을 갖춘 언어학자에게도 개방되기 시작했다. 수식과 코드로만으로
풀기 어려운 인간의 언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언어학적 통찰력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를 깨달은 까닭이다. 인상적인 것은 이들 채용기준에서 이중 언어 구사자를 선호한다는 사
실이다. 다시 말해 이중 언어 구사 능력 및 번역 능력을 갖춘 전문 번역사들 중에서 자연어 처
리 능력을 추가로 습득할 경우 실제 개발자 및 언어전문가 직군으로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2) 컴퓨터보조번역 분야

앞서 언급했듯이 전산화된 번역 데이터는 기계번역 훈련 데이터로 활용성이 높다. 또한 플랫
폼의 단일화와 도구 호환성 증가로 인해 오늘날 번역 작업은 일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와
범위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언어서비스 산업에서는 이 분야를 다국어 번역 서비스라 지칭하
고 대규모 다자번역 관리를 자동화하기 위해 컴퓨터보조번역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수십 명, 수
백 명의 번역사가 동시에 번역하는 대규모 다국어 번역 프로젝트의 관건은 다름 아닌 번역 품질
관리다. LSP들은 번역 프로세스를 초벌번역, 언어전문가 감수, 주제전문가 감수, 원어민 감수, 기
술전문가 감수 등 복수 모듈로 분리해 체계화시키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프로세스 자동화
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들 전 과정은 컴퓨터보조번역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뿐만 아니라 포스트
에디팅 또한 CAT 툴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LSP들은 궁극적으로 기계번역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계번역 결과물을 인간이 감수, 편집하는 포스트 에디팅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O’B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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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이 분야의 수요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언어서비스 기업에서 채용하는 컴퓨터보조번역 분야 직군은 번역사, 감수자, 포스트 에
디터, 프로젝트 관리자, 기술지원으로 구분된다. 이중 실제 번역사가 진출할 수 있는 직군은 번
역사, 감수자, 프로젝트 관리자이며 기본적으로 컴퓨터보조도구 활용 능력, 번역 데이터 생성, 관
리, 편집 및 품질평가 능력,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나아가 이들 언어서비스 기업이 상
대하는 고객사 업종이 확대되면서 법률, 특허, 의료, 마케팅, 게임 등에 대한 업종 전문 지식을
갖출 것을 기대한다.
2. 통번역교육기관의 번역전문가 양성체계
Schäffner의 모형에 따르면 번역능력은 언어능력과 문화이해능력, 텍스트구성능력, 주제지식능

력, 전환능력, 검색능력으로 이루어지며, 유럽번역전문가그룹(EMT)의 모형에서는 번역 서비스 제
공 능력, 언어능력, 주제지식능력, 문화간소통능력, 정보검색능력, 기술활용능력을 구성요소로 보
고 있다. 이처럼 정보 검색, 기술 활용, 도구적 능력 등으로 지칭되는 번역기술 활용능력을 기존
번역능력 모형 내로 수용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
다름 아닌 전문 통번역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번역교육기관에서는 주제특강을 통해 분야별 외부강사를 초빙해 일반적인 산업
현황 개요를 접해볼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에 더해 현업에서 요구하는 업종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요목을 강화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보조번역(CAT)
의 경우도 학습자가 다양한 도구 활용 및 데이터 관리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확대될 필요가 있
다. 또한 번역 프랙티컴은 번역기술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규모 번역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는
모의 환경으로 확대될 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강조하는 번역
품질평가의 경우 가장 관련성이 높은 과목이 번역 비평일 것이므로 문학 비평 이외에도 다국어
번역 서비스에서의 번역 품질평가가 포함된다면 적실성이 높아질 것이다.
아래 표1은 한국의 대표적인 통번역교육기관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고 실제 운영 중인 전문번역 교과과정을 EMT 모형에 따라 범주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체 교과목은 주제지식, 언어 및 문화간소통(번역), 기술활용, 번역서비스제공 능력 분야
로 크게 범주화할 수 있다.
< 표 1>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번역교과과정
주제지식

언어능력

주제특강 I, II

A언어 숙달
B언어 숙달
B언어 주제발표
B언어 시사토론
A언어 작문
B언어 작문

문화간소통(번역)
일반번역
인문사회번역
산업경제번역
정치법률번육
과학기술번역
문학번역
미디어번역
한국학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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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활용

번역서비스제공

CAT

번역프렉티컴
번역비평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번역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전문번역 교과과정은 매우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다. 운영의 관점에서 현업에서 요구하는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세부 과목을 추가함으로
써 시대적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시대 언어기술 산업은 기계번역 성능향상을 위한 알고리즘 개
발, 자연어 처리, 훈련 데이터 구축을 한 축으로,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다른 축으로 하여 발전
중이다. 다국어 다자번역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번역 품질관리이며, 이중 언어 능력,
번역 능력, 번역 품질평가 능력을 갖춘 전문 번역가 및 감수자야말로 통번역교육기관이 길러내
야 할 전문 직군일 것이다. 기존의 교육과정 내로 번역기술과정을 편입시키느냐, 새로운 교육과
정으로 독립시킬 것이냐는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난 이야기다. 하지만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전문 능력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전문 통번역교육기관에서 배출하는 인재들이 이중 언어 및 번역
능력 이외에도 번역기술 활용과 대규모 번역 프로젝트 실무 능력을 갖추어야 함이 자명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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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ng Second Language Accents and Pronunciation Development

장주현
(한국외국어대학교)
Jang, Juhyu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vestigating Second Language Accent
and Pronunciation Development.
Second language (L2) accent studies have focused on prosody and segmentals (Flege,
Mackay, & Meador, 1999; Xue & Lee, 2014) and pronunciation studies also have been
influenced by L2 attitudes and motivation (Sardegna, Lee, & Kusey, 2014; Yoon & Hirvela,
2004). Although much research was related to L2 pronunciation, few studies examined the
role of pronunciation development on young learners of L2 pronunciation based on L2
accents. This study investigated L2 accents and pronunciation development by Korean young
learners. Seventy three Korean 5th and 6th graders read aloud a reading task consisting of a
series of narrative sentence. Two experimental groups, that is, prosody instruction (PI) group,
and segmental instruction (SI) group were instructed pronunciation with reference to L2
accents explicitly during five weeks. From the recorded data, L2 accents, i.e., pitch accents,
phrase accents, boundary tones, were analyzed using Praat. With regard to pronunciation
development, Language Attitudes and Motivations for Pronunciation (LAMP) inventory
(Sardegna, Lee, & Kusey, 2014) composed of L2 learners’ attitudinal and motivational
constructs questionnaire for L2 pronunciation development. Results revealed that a PI group
showed the improvements of phrase accents (H-, L-) and boundary tones (H%, L%) and a SI
group yielded boundary tones positively. The results also described the development of
pronunciation based on LAMP, the PI group was better able to produce attitudinal and
motivational points of the 6-point Likert scale while the SI group showed lower points.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explore the effect on PI revealed the contribution of L2
pronunciation development in terms of L2 accents by Korean young learners of English. (262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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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니스 상황에서의 학습자 문화적 감수성과
소통 능력 개발 교과 연구

Jihyeon Jeon, Sung Hui Cheong
(Soongsil University, Ewha Woman’s University)
Jeon, Jihyeon. Cheong, Sung Hui. Developing College Learners’ Cultural Sensitivity and
Ability of Communication in Global Business Settings.
In the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English language teachers (hereafter L2 learners)
should think how L2 learners can obtain the basic knowledge and actually apply the skills
needed for communicating in English for global business context. In this study, the presenters
are willing to share the process of 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and curriculum designs that
consist of three to five chapters introducing fundamental organization with various application
practices. Students will first look at the samples of business communication, analyz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ose samples, come up with their own strategies for effective
communication, and practice those strategies under the given contexts according to given
guideline. Through the inductive reasoning process and application process, students will gain
practical knowledge and hands-on experience in applying the knowledge and skills for
business communication learned in this teaching materials and curriculum.

I. Introduction
E-mails, small-talks, and casual dialogues are the most frequently used forms of communication in
today’s work place. For those working in multinational companies, writing emails and having natural
small talks and dialogues well in English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ose communication forms can
effectively make some works done or not with the business relationships better or worse. Among the
various genres of these forms, request emails and small-talk discussion before starting main dialogue
require particular attention because they are frequently used. These needs encouraged us to conduct
this research that can provide us insights to help second language learners able to make an effective
communication through business request e-mails in English, initiating small talk using their cultural
and universal manner of communication. Moreover, current studies on requests tend to focus on
spoken discourse rather than e-mails conducted mostly in academic setting rather than business setting
motivated us to develop this type of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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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presents the process and the results of developing student workbook for Global business
communication. The necessary contents were first identified. The contents identified were: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business request e-mails and small talk focusing on 1)
move sequence, 2) move frequency, and 3) move length. 30 Korean employees and 30 American
employees participated in the online DCT (Discourse Completion Task) survey using Qualtrics. The
participants were given specific business situations and asked to write business request e-mails in
English.

III. Conclusion
The collected data were coded and analyzed with NVivo (v.10).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employees tend to write long and ambiguous e-mail titles; make requests rather directly; and use little
small talks in writing English emails differently from American employees. Education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in terms of conciseness, directness, face concer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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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진로교과 통합수업이 영어 학습 동기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홍지예 , 이준규
(한국외국어대학교)
Hong, Jiye & Lee, Junkyu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Effects of
English-Career Integrated Program on L2 Motivation and Career Maturity.
English is not merely a subject in secondary education but it is a necessary skill that
students need to live in. That is, future English education should be changed to encourage
the students to understand why they learn English and how it affects their careers. This is a
comparative experimental study of English-career integrated teaching and traditional ESL
teaching to identify the effects of English-Career integrated program on students’ English
motivation and career maturity. The participants in this experiment were 131 high school
seniors in Korea, and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two different
teaching methods, integrated and traditional (English only). The result showed that the
English-career integrated program enhanced English motivation of students, especially the
attitude toward the English learning and integrative motivation and also the learners’ career
maturity.

I. 서론
영어는 단순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로서만 다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요구
하는 능력이자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현실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다. 2015 개
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영어 교과의 세부 목표를 학습자가 영어 학습에 대하여 지속적인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진로에 따라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는 곧 영어 교과가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진로교육과 연계 혹은 더 나아가 통합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생활 경험과 분리된 교과내용과 지도는 학생들의 공감
과 이해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으로부터 쉽게 소외되는 결과를 초
래하는 바(홍후조, 2007), 앞으로의 영어 교육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왜 영어
를 배워야 하며, 영어 능력이 자신의 진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깨닫게 하는 방향으로 바
뀌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교과와 진로교과의 목적과 교과 핵심역량이 균형 있게 통합된 영어-진
로교과통합 수업 모델을 개발하여 해당 모델이 고등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와 진로성숙도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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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를 기존의 영어 수업과 비교하는 데에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진로 통합 수업이 고등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영어-진로 통합 수업이 고등학생의 진로 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의 1학년 남녀 학생 총 1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남학생 2개 학급 A1, A2와 여학생 2개 학급 B1, B2 중 A1과 B1은 영어-진로 통합 수업을 적용
할 실험집단으로, A2와 B2는 기존의 영어 수업을 적용할 비교집단으로 설정되었다.
2. 연구 도구 및 절차
1)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Gardner(1985)의 Attitude and Motivation Test Battery(AMTB) 번역본과 한국직업
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 2012)의 진로성숙도검사를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전자의 경우 고등학
생들의 영어 능력을 고려하여 김해동(2003)이 한글로 번역, 재구성한 설문을 사용하였으며 후자
는 학생들이 학년 초 실시하는 직능원의 ‘직업적성검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에서 5명씩의 학생들을 선정하여 실험 사전과 사후에 심층면담을 진행
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에 적용한 영어-진로 통합 수업은 교육부(2011) 중등교과통합진로교육매
뉴얼의 통합모형을 따라 설계되었다. 해당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합 모형은 진로교육에서
추출된 학습 내용과 역량을 일반 교과목의 내용에 통합하여 구성한다는 점에 ‘교과 간 통합’의
성격을, 일반 교과목 수업시간에 운영하여 해당 교과목의 특성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
한다는 점에서 ‘교과 중심 통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영어-진로 통합 수
업은 진로교과의 학습내용과 핵심역량 모두를 영어 교과에 연계하였으며 실용영어Ⅰ 수업 시간
에 단일 영어 교사에 의해 진행되었다.
실험은 2015년 12월 14일부터 2015년 12월 17까지 매일 1회씩 총 4일에 걸쳐 실용영어Ⅰ수업
중에 진행되었다. 실험 시수는 직능원(2010)의 교과통합 진로교육 모델을 따른 것으로, 해당 모
델에서는 중등학교의 교과통합진로교육의 각 학년별 시수를 과목당 4차시로 제안하고 있다. 실
험자가 직접 교수하였으며 실용영어Ⅰ 교과 수업은 실험, 비교집단 모두에 동일한 내용과 활동
이 진행되었다. 각 시수 별 수업 설계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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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각 시수 별 수업 설계
차시
1

비교집단(영어)

실험집단(영어-진로)
사전 설문조사
실용영어Ⅰ(영어단어 및 표현)
Mind Map 만들기
Warm Up 1(단어익히기)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실용영어Ⅰ(영어단어 및 문법)

2

Grammar Activity 1&2
활동지 1(문법 활용 작문)

이력서(Resume) 작성하기
(직업세계이해역량, 진로탐색역량)

실용영어Ⅰ(문법, 읽기, 쓰기)
3

Reading,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자아이해와 사회적 역량, 진로디자인과
준비역량)
실용영어Ⅰ(쓰기, 총 복습)
사후 설문조사
총 복슴
(진로 디자인과 준비 역량)

Reading, Writing
(‘한규를 대표하는 사람’ 영작문)

4
총 복습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에 따른 결과 도출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Statistics 19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실험 도구들의 타당도 검사를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여 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그 다음으로, 연구 질문 1과 2에 답하

기 위해 반복측정분산(Repeated Measure ANOVA)을 실시하여 각 설문에 대한 실험집단과 비교집
단의 사전사후 총점과 각 도구 별 하위 요소의 응답을 비교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영어 학습 동기
영어-진로 통합수업이 고등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의 사전, 사후 AMTB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토대로 RMANOVA를 실시한 결과, 그룹
*시간의 상호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324, p<.01). 영어-진

로 통합수업을 받은 실험집단은 실험 전 AMTB 총점이 3.19점, 실험 후 3.34점으로 0.15점 증가
한 반면, 비교집단의 경우에는 실험 전 3,43점이었으나 실험 후 3.38점으로 0.05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진로 통합수업에 의한 두 집단 간의 영어 학습 동기 변화량에 유의미한 차
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영어 학습 동기 하위 요소 중에서도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
(F=7.623, p<.01)’와 ‘통합적 동기(F=4.515, p<.05)’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

2. 진로성숙도
영어-진로 통합수업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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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사전, 사후 진로성숙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토대로 RMANOVA를 실시한 결과, 시간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F=5.37, p<.05), 이는 두 집단 중 하나 이상의 집단
내에서 차이가 있음을 뜻한다. 즉, 실험집단의 진로성숙도 점수는 사전 3.94점에서 사후 4.09점으
로 0.15점 증가한 반면, 비교집단의 점수는 사전과 사후 모두 4.01점으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분석 결과, 집단*시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4.596, p<.05),
이는 실험집단의 진로성숙 향상 정도가 비교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을 뜻한다. 진로성숙
도 하위 요소 중에서는 ‘독립성(F=9.743, p<.01)’, ‘진로 탐색 및 준비행동(F=4.010, p<.05)’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 영어-진로 통합수업이 두 하위요소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영어-진로 통합 수업이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와 진로성숙도를 부분적으로 향상
시킨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영어-진로 통합수업은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하
위요소 중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와 ‘통합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는 학생들의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영어 학습 동기가 고취되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영어-진로 통합
수업은 고등학교 급에 알맞은 교과 내용과 두 교과의 핵심역량이 적절히 조율된 개인 별 맞춤
지도가 전제될 경우, 영어 학습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나 영어 수업에 소극적이고 흥미를 잃은
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편, 진로성숙도에서는 학생들의 ‘독립성’과 ‘진로 탐색 및 준비 행동’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 특히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 영역은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효과성이 잘 나타나지 않
았던 것이며, 이들 영역의 점수가 높아진 것은 본 연구의 통합 모형이 진로 교과의 핵심역량 모
두를 다룬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영어-진로 통합수업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대안교
실 및 회복적 생활교육차원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사는 자신의 교과
이외 진로교과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 함양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효과성의 검증을 통해 본 연구는 첫째, 그동안 진로교과 및 타 교과의 통합에 소극적
이었던 영어 교과에 대한 좀 더 활발한 연구 계기가 될 것이며, 둘째,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다뤄
지지 않았던 영어 교과 측면에서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것, 셋째, 두 교과의 고등학교 급 핵심
역량 모두를 융합한 교수 모형을 개발하였고, 넷째, 실제 교과교육시수 내에서 실험을 실시하였
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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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러닝 실시에 따른 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 연구

김예나래
(단국대학교 )
Kim, Yenarae (Dankook University). A Study o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 Flipped English Classroom.
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ng university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flipped learning. For the study aim,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characteristics of learner’s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in the flipped
classroom? Second, are there meaningful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the flipped classroom? Third, are there differences in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by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top 30% vs. bottom
30%)?
For those research questions, the researcher conducted a survey to find out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through flipped learning along with a 15-week class observation.
Further, the researcher selected 11 students for in-depth interviews to investigate their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Next, a frequency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t-tests were conducted for data analyse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revealed that students felt positive about flipped learning in five characteristics of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Second, there were no statistically meaningful correlations found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nd learning achievement. Third, t-test analyses to see
differences i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by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showed that
those three groups in terms of academic achievement did not show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except for the following two items: class preparation, and improvement of learning
ability.

I. 서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사회는 지식 기반 사회(knowledge-based society)로 사회적 변화에
맞서 교육에서는 새로운 교육의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창의성, 의사소통, 문제해결, 협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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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관계 능력 등의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소경희, 2009). 이러한 역량을 개발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현장에서는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플립러닝을 시행하였을 때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
습태도의 특성을 알아보고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와 학업성취도 상·하위 30% 집단 간의 자기주도
적 학습태도 특성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립러닝을 실시하는 교실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어떠한가?
둘째, 플립러닝을 실시하는 교실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가?
셋째, 플립러닝을 실시하는 교실에서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는 어
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플립러닝

미국 콜로라도주 우드랜드 파크 고등학교 화학 교사인 조나단 버그만(Jonathan Bergmann)과 아
론 샘즈(Aron Sams)는 스포츠 활동으로 수업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
작을 통해 전 세계로 알려졌다(Bergmann & Sam, 2014). 플립러닝 수업에서 학생은 수업 전 수업
내용을 미리 학습하며 수업 중에는 강의보다는 토론을 함으로써 학생 간 혹은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충 및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이동엽, 2013). 이민경(2014)은 기술의 도움으로 전통적 수업 방식을 뒤집은 ‘교육혁신’이
라고 일컬었다. 강의는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며, 가정에서 행해지던 숙제는 교실에서 이루어짐으
로써 전통적 수업 방식을 뒤집은(flip) 수업이라 하였다.
2. 자기주도적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은 아주 오래된 고대에서부터 연구되어 왔다. 최명환(1984)에 의하면 고대 그
리스 철학자인 Socrates는 문답법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묻고 대답하도록 유도하였다고 하였
다.

이러한

학습방식을

시작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은

꾸준히

연구되어져

오고

있다.

Knowles(1975)에 따르면 ‘자기주도 학습을 타인의 조력 여부와는 관계 없이 학습자 스스로 자신

의 학습 욕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을 위한 인적․자료 자원을 확보하고, 적
합한 학습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여 학습 결과 평가에 있어 주도권(initiative)을 갖는 과정’이라
고 정의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자의 특성의 대표적인 연구자 Guglielmino(1977)는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검사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를 개발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자의 특성을 다음 8가지로 분류

하였다: 개방성, 자아개념, 주도성, 책임감, 학습열정, 미래지향성, 창의성, 문제해결력.

- 104 -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충청남도 천안 소재 D대학의 영어과 전공선택 과목 중 2016학년도 2학기 시사영어
실습(Current English Practice)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강인원은 총 36명으로 수
강생의 학년은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양하다. 수업은 15주 수업으로 주 2회, 각 1시간 20분이며
4명씩 총 9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2. 수업 목표 및 절차

본 연구수업은 영문기사를 통해 현대사회의 시사내용을 주제로 영어토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어실력과 동시에 시사상식 및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장시키는데 목표로 한다. 또한 동료의 의
견을 수용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을 사회문화적 배
경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구성주의적 학습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수업의 수업절차와 내용은 아래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교수자가 수업 전 이러닝
(e-learning) 자료실에 영문기사와 자료를 업로드 하면 학습자는 자기학습노트(self-study note)를 작

성하고 영문기사를 소리내어 녹음한 후 업로드한다. 수업 중에는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그룹별
토론을 통해 심화학습을 하고 교수자가 제공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수업 종료 후, 그룹 토론 결
과 및 질문을 업로드 한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의 업로드한 자료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토론에서
학습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북돋으며 그들의 의견을 주의깊게 듣는다.
< 그림 1> ‘시사영어실습 ’ 수업 절차 및 내용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첫째, 15주간 수업을 관찰하여 수업 태도 및 분위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설문지 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문항은 Guglielmino(1977)가 개발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에서 현정숙(1999)이 제시한 7가지 하위항목 중 개방성, 자아개념, 내재적

동기, 자율성, 창의성을 토대로 ‘시사영어실습’ 수업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장정
은(2016)이 사용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플립러닝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설문지는 SPSS 23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기주도적 특성별로 나누어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학업성취도에 따른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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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집단을 추출하였다. 중위권 40%를 제외하고 상위와 하위 각 30% 집단을 선택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2개 그룹을 표적집단으로 선택하였고 그 외 3명으로 총 11명을 대상

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특성

연구 참가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개방성의 ‘매우
그렇다’와 ‘비교적 그렇다’의 평균 응답률은 82.28%를 나타내었으며 자아개념 특성에서는
87.13%이며, 내재적 동기 특성에서 81.7%, 자율성에서 82.86%, 창의성에서 85.14%로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개방성 문항 중 27번에서 ‘나는 거꾸로 수업으로 인하여 다음 수업에 대해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에서 32명이 응답하여 91.4%를 보여주었다. 자아개념 특
성 문항에서는 25번 ‘나는 거꾸로 수업으로 인하여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가 향상된다.’에
서 33명이 응답하여 94.3%의 비율을 보였다. 내재적 동기 문항에서 9번 문항인 ‘나는 거꾸로 수
업으로 인하여 수업시간에 더 집중하고 몰입한다.’ 에서도 94.3%를 나타냈으며, 자율성 특성문항
인 16번 ‘나는 거꾸로 수업으로 인하여 수업자료 학습 시 스마트폰, 인터넷, 사전 등 다양한 자
료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에서 100%의 응답률을 보였다. 창의성 특성 문항 중 11번 ‘나
는 거꾸로 수업으로 인하여 토론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주의깊게 듣고자 한다.’에서 94.3% 응
답률이 나타났다.
설문지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를 분석한 결과, 각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개방
성에서 0.708, 자아개념은 0.705, 내재적 동기 0.761, 자율성 0.760, 창의성 0.718로 나타나 설문지
결과를 신뢰할 수 있었다. 위 연구의 결과 연구 대상자들은 플립러닝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태
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2.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연구 참가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특성과 학업성취도와 관계를 알아보고자 실시한 상관관
계 분석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의 상관
분석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심층면담자 다수는 플립러닝을 통해 학습태
도와 학업성취도가 향상된다고 응답하였다.
3. 학업성취도에 따른 집단 간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차이
‘개방성’, ‘내재적 동기’, ‘창의성’에 대한 전체 문항은 독립표본 t-검정 분석 결과, 상위·하위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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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자아개념 ’ t-검정 분석 결과
문항
29번

집단
상위
하위

평균
4.8
4.5

표준편차
.421
.527

t 값
1.406*

참고. *p<.05

위의 <표 1>의 결과, 29번 문항인 ‘나는 거꾸로 수업으로 인하여 나의 영어 능력(말하기&읽
기)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된다.’ 에서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이는 상위 집단 학생들이
거꾸로 수업이 자신의 영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2> ‘자율성 ’ t-검정 분석 결과
문항
1번
2번

집단
상위
하위
상위
하위

평균
4.9
4.5
4.9
4.5

표준편차
.316
.707
.316
.707

t 값
1.633*
1.644*

참고. *p<.005

위의 <표 2>를 살펴보면 1번 문항인 ‘나는 거꾸로 수업으로 인하여 수업자료를 미리 출력하여
읽는다.’와 2번 문항인 ‘나는 거꾸로 수업으로 인하여 수업 중 질문 및 토론하기 위해 수업자료
중 모르는 단어를 수업 전에 찾아본다.’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상위 집단 학생들
이 거꾸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V. 결론 및 제언
첫째, 플립러닝을 시행하였을 때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와 심층면담 결과 플립러닝 시행이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으나 심층면담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태도와 능력
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학업성취도 상·하위 집단간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자아개념, 자율성 특성의 일부 문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대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본 연구의 플링러닝 수업에서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와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학교현장의 교수자는 플립러닝의 학습자 중심 수
업을 확대 적용하여 자기주도적 인재교육을 양성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 107 -

참고문헌
김용석. (2015). 대학 교양영어 수업에 거꾸로 수업(flipped class) 교수법 적용 후 정서적 경험, 학
업성취도와 수업 만족도 측면에서의 효과. 외국어교육, 22(1), 227-254.
서예은. (2015). 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협동학습이 영어 성취도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
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소경희. (2009). 역량기반 교육의 교육과정사적 기반 및 자유교육적 성격 탐색. 교육과정연구,
27(1), 1-20.

이동엽. (2013).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교수학습 설계모형 탐구.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12), 83-92.

이민경. (2014). 거꾸로교실(Flipped Classroom)의 교실사회학적 의미 분석. 교육사회학 연구, 24(2),
181-207.

장정은. (2016). 자기평가 실시에 따른 대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변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
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최명환. (1984). 니코마코스의 윤리학. 서울: 서광사.
현정숙. (1999).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력 향상을 위한 수업모형 개발. 박사학위논문, 동아대
학교 대학원.
Bates, S. and Galloway, R. (2012). The inverted classroom in a large enrolment introductory physics
course: a case study. In Proceedings of the HEA STEM learning and teaching conference (Vol. 1).
Bergmann, J., & Sams, A. (2014). Flipped learning: Gateway to student engagement.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Guglielmino, L. M. (1977).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USA.
Knowles, M. S. (1975).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Chicago. IL: Follett.

- 108 -

Correlation Between Generative Grammar and School Grammar: with a
Focus on an Alternative Model of Teaching Korean Grammar

Keeseok Cho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eseok Cho(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orrelation Between Generative
Grammar and School Grammar: with a Focus on an Alternative Model of Teaching Korean
Grammar
This study will discuss generative grammar and the current Korean school grammar from a
comparative point of view and show that the theoretical development of generative grammar can
be incorporated into school grammar. Since Chomsky (1965) generative grammar has been steadily
developed through 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and
minimalist theory. This has resulted in the creation of various models of sentence analysis. However,
the radical progress and changes of generative grammar have not been actively reflected in the
teaching methods used in the instruction of Korean grammar. This study will offer an alternative
educational model for the instruction of Korean school grammar. This new model, which is based
on the current trends of generative grammar, may provide a more effective and precise method
for teaching school grammar in the Korean classroom.
Key words: school grammar, generative grammar, educational model of generative grammar, Korean
school grammar

Ⅰ. Introduction
Since Chomsky (1965) generative grammar has made steady and remarkable progress resulting in
the creation of various models of sentence analysis. Chomsky (1986) split the verb and tense and
offered an initial version of syntactic structure in generative grammar as follows:
(1) [CP Comp [TP Tense [NegP Neg [VP V ]]]]
Syntactic structure (1) postulates tense as an independent syntactic category separate from the
verb. Assuming the VP shell in the sense of Larson (1988) and Baker (1988), Chomsky (1995)
postulates the double verb phrase structure and offers syntactic structure (2) as an advanc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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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entence analysis.
(2) [CP Comp [TP Tense [NegP Neg [vP v [VP V ]]]]]
Syntactic structure (2) has long been used as a representative classic model of syntactic structure
in generative grammar. However, Cho (2006) proposed a contrasting version of predicate-based
sentence analysis as an alternative to more traditional models, as shown in (3).
(3) [CP Comp [TP Subj Tense [NegP Neg [LP Link [ASPP Aspect [PredP Pred ]]]]]]
A comparison of syntactic structure (2) and syntactic structure (3) shows that the double verb
phrase structure is decomposed into Link, Aspect, and Predicate. Link is a purely functional
element that mediates between syntactic objects; Aspect specifies a perfective or progressive state
of affairs; Predicate is a verb or adjective that assigns semantic roles to the selected sentence
elements. Depending on the number of sentence elements predicates can be classified as one-place
predicates, two-place predicates, or three-place predicates.

Ⅱ. Korean School Grammar
Onions (1911) provided an early model of sentence analysis that classified English sentences into
five sentence types, as shown in (4).
(4) The five sentence types of Onions (1911)
syntactic structures

sentence types

1

S + Predicate

type 1

2

S + Predicate + SC

type 2

3

S + Predicate + O

type 3

4

S + Predicate + IO + DO

type 4

5

S + Predicate + O + OC

type 5

In the above paradigm of five sentence types, predicates are mostly tensed auxiliary verbs or
tensed main verbs. The five sentence types of Onions (1911) are changed to verb-based counterpart
paradigm in Korean school grammar, as shown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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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five sentence types of Korean school grammar for English education
syntactic structures

sentence types

1

S + Verb

sentence type 1

2

S + Verb + SC

sentence type 2

3

S + Verb + O

sentence type 3

4

S + Verb + IO + DO

sentence type 4

5

S + Verb + O + OC

sentence type 5

In the above verb-based sentence analysis paradigm, tensed verbs are obligatory sentence
elements in every sentence type. English and Korean are different word order languages, and thus
paradigm (5) should be mapped to paradigm (6) for Korean education.
(6) The five sentence types of Korean school grammar for Korean education

III. A Alternative School Grammar for Korean Education
Since Chomsky(1965), generative grammar has made steady progress and the initial model of
sentence analysis in (1) has been radically changed to model (3). Such a big theoretical change,
however, was not actively incorporated into the model of school grammar. The application of a
new predicate-based sentence analysis to model (6) of school grammar for Korean education may
yield an upgraded version of sentence analysis, as shown in (7).
(7) An alternative model of school grammar for Korean education
Model (7) differs from model (3) and model (6) in significant respects. It differs from model
(3) in that parametric word order of Comp, Tense, Neg, Link, Aspect, and Predicate is reset for
Korean. It differs from model (6) in that the verbal category is decomposed into Tense, Link,
Aspect, and Predicate. Model (7) can be a better alternative model of sentence analysis for Korean
education in that it incorporates recent trends of generative grammar.

Ⅴ. Conclusion
This study compared generative grammar and the current Korean school grammar and showed
that new trends of generative grammar can be incorporated into school grammar. Since
Chomsky(1965) generative grammar has developed various models of sentence analysis. However,
the radical progress and changes of generative grammar have not been actively reflect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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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methods used in the instruction of Korean grammar. This study offered an alternative
educational model for the instruction of Korean school grammar. This new model, which is based
on current trends of generative grammar, will provide a more effective and precise method for
teaching school grammar in the Korean clas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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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초점 접근법의 교실 적용 방안 연구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를 중심으로-

이유진
(단국대학교)
Lee, You-Jin. Classroom application of form-focused instruction - 1st grade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based on 2009 revised curriculum.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lesson plans using form-focused techniques based
on target language forms of the 1st grade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of 2009 revised
curriculum and apply them to actual classes. For the purpose, the researcher analyzed
frequencies of form-focused techniques found in five textbooks by different types to see how
language form techniques were reflected in the textbook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21 percent of consciousness-raising techniques were found among all language form
activities. Lack of focus-on-form techniques in the current textbooks provided the rationale to
study how to draw students’ attention to language forms through form-focused instruction. The
study designed five lesson plans developed from the focus-on-form perspective, put them into
action through ten classes for three weeks, and collected students’ perceptions toward
form-focused instruction through a survey questionnaire afterwards. The resul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revealed a higher level of interest in the grammar activities. They
found those form-focused activities more interesting and easier to understand than traditional
ones, which led them to participate in the class activities more actively. Next, students found
those focus-on-form techniques useful in their grammar learning. Those class activities made
self-directed learning possible by providing students more chances to study with their group
members and on their own. Study limitations and pedagogical implications were also discussed
at the end.

I. 서론
오늘날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되고 국제 사회에서의 영어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의 영어
교육에 있어서 실용성과 유창성이 강조 되고 있다. 글로벌화 세계에서 필요한 창의인재 육성을 목
적으로 하는 2009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기능을 강조함에 따라, 언어의 형
태에 대한 중요성은 다소 약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Doughty와 Williams(1998)은 최근의 여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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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를 통해, 언어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의미에만 초점을 두는 의사소통 중심 언어 교
수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수법으로
Long(1998)이 제시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수행 할 때, 문법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어 형

태 중심의 학습을 유도하도록 하는 교수법으로써 제2 언어의 유창성(fluency)뿐만 아니라 정확성
(accuracy)까지 동시에 킬 수 있는 형태초점 의사소통 접근법(focus on form)이 각광 받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입시 위주의 교육과 문법교육이 불필요하다는 과다한 유창성 중심의 우리나라 언
어교육 환경에서는 의사소통 기반 문법 중심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형태초점
교수법을 우리나라 교육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우리나라 교과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맞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론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에 맞는 맞춤형 교수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9년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5종을 채택하여 형태초점의 요소를 바탕으로 설

계된 다양한 수업기술(technique)를 수업에 적용한 후,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도와 학습 경향을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교육환경에서 형태초점 교수법을 실제 수업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형태초점 교수법이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영어 교과서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둘째, 형태초점 교수법을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셋째, 학생들은 영어 및 문법 학습 시 어떤 방법을 선호하는가?

Ⅱ 연구 방법
1. 교과서 분석
2.1.1. 분석 대상

현재 전국 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어 교과서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교
과서로, 본 연구에서 분석할 교과서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Practical
English 2를 선정하였고, 출판사별로 5개의 교과서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채택된 5개의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Practical English 2(김진완 외 10인, 2016), Practical English 2(이찬승 외 5인, 2016),
Practical English 2(이창봉, 김혜영, 김미숙, 심영숙, 유영종, 2016), Practical English 2(김성곤, 권혁승,

문도식, 오건석, 윤소영, 이윤정, 2016), Practical English 2(김경한 외 11인, 2016).
형태초점 접근법을 활용하기에 앞서, 5종 교과서에서 제시되어져 있는 목표언어 형식에 대해 형
태초점 접근법이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1.2. 분석 기준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5종의 교과서의 문법 활동 과제를 Ellis(1994)와 Ur(1988)이 제시한 5가지
유형의 과제를 토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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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s(1994)는 의식 상승 과제를 문법 의식 상승과제(grammar consciousness–raising task), 해석과제
(interpretation task), 그리고 형태초점 의사소통 과제(focus on form communication task)라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또한 Ur(1988)는 문법 연습을 위한 과제로 명료한 목적의 과업(clear objective task)과 활동적 언어
사용을 위한 과제(active language use)으로 분류하였다.
2. 수업 지도안

형태초점 접근법의 효율적인 교실 적용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형태초점 접근법의 5가지 과제
를 반영하여 총 5개의 수업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수업 지도안 개발을 위해 ㈜금성 출판사 Practical
English 2(김경한 외 11인, 2016)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수업 지도안은 Ur(1988)의 문법 연습 과제 중 활동적 언어 사용 과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지도안은 Ur(1988)이 제시한 문법 연습 과제 중 명료한 목적의 과업을 통한 목표 언
어 형식 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 번째 지도안은 Ellis(1997)가 제시한 형태초점 의사소통
과제를 통한 목표 언어 형식 학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네 번째 지도안은 Ellis(1997)의 의식 상승
과제 중 문법 의식 상승 과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도안은 Ellis(1997)의
의식 상승 과제 중 해석 과제를 통한 목표 언어 형식 학습을 토대로 개발하였다.
3. 수업 실행

형태초점 접근법을 활용한 5개의 과제를 토대로 수업 지도안을 개발한 후, 이를 수업을 적용하였
다. 수업은 경북 청도군 소재 E 고등학교 1학년 2학급 5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업
은 2016년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총 3주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4. 학습자 인식 조사

형태초점 접근법을 적용한 수업 지도안에 바탕을 둔 수업을 진행한 후,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형태초점 접근법에 바탕을 둔 수업을 진
행한 2개 교실 학생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7개 문항으로 4개의 상위 범주 주
제로 구성되었다(폐쇄형 22문항, 개방형 5문항).

Ⅳ. 연구 결과
1. 교과서 과제 유형 및 빈도 분석

교과서의 문법 학습 부분에서 형태초점 접근법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5종
의 교과서를 선정하여 문법 학습 부분의 과제를 형태초점 접근법에서 제시된 기준을 바탕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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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법 의식을 상승시키는 과제(GCR)와 문법 형태에 초점을 맞춘 과제(FCT)는
분석한 5종에 걸쳐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언어 형태에 초점을 둔 과제(IT)도 전체의 21%만 차지
하였다. 의식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법 연습 과제는 전체의 21%만을 차지하는 반면 문법 연
습 과제가 전체의 79%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중에서도 기계적인 반복 학습을 통
한 문법 연습 과제가 42.3%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교과서의 문법 수업이 기계적인 반
복 학습에 의존하고 있고, 학습자의 의식 상승을 위한 과제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2. 학습자 설문지 분석
2.1. 영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영어에 대해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점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조
사 결과,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를 다소 어려워하고 있지만, 흥미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므로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기법을 고안한다면 충분히 학습자들이 영어
과목에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문법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들의 흥미
를 유발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수업 지도 방안의 개발이 절실함을 엿볼 수 있다.
2.2. 영어 문법과 영어 문법 학습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영어 문법과 영어 문법 학습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학습자
들은 영어 학습에 있어서 문법 학습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문법 학습에 대해 흥미를
가지지 못해 많은 시간과 노력도 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교과서가 문법 교육에 적합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교과서의 문법 교육 실태와
교과서 문법 교육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교과서의 문법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 반면에, 교과서의 내용이 학습자들의 문법학습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법 학습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아직 학습자들에게 형태초점 접근법과 의사소통
접근법보다 교수자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
2.3. 수업 방식에 대한 선호도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수업 방식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형태초점 접근법의 요
소들에 기반을 둔 수업을 진행 할 경우, 학습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긍
정적인 응답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된 파워포인트 사용 부분에 있어서, 예상과 달리 과반수이상의 학
습자들의 파워포인트 사용에 있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파워포인트가 효과적일 수 있으
나 학생들의 수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학습자들의 집중을 저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습자들은 영어 학습 시, 친숙한 주제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전체 중 83.5%
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영어 문법 학습 시 친숙한 주제를 이용한다며 보다 효율적인 문법 학습
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불어, 수행 중 오류 발생시, 선생님이 바로 수정 해주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중
69%인 것으로 보아, 여전히 영어 학습에 있어서의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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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형태초점 접근법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흥미도와 유용성

마지막으로 형태초점 접근법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흥미도와 유용성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영어 문법 수업과 비교하였을 때, 형태초점 접근법의 장점으로 학습자
들은 공통적으로 영어 수업이 기존의 딱딱한 수업에 비해 더 흥미롭고 이해가 잘 되며,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자기 주도
적 학습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학습자들도 다수 있었다. 단점으로는 아직 이러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한 수업에 익숙하지 않아 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분위기가 산만하고 시끄러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입시 위주, 성적중심의 우리나라 교육체제에 익숙한 학습자들의 수업 진도가 걱정된다, 성적에 영
향을 줄까봐 걱정된다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형태초점 접근법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업 방안들이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정확성을 균형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형태초점 접근
법이 언어습득에 미치는 선행 연구 자료를 찾아보고, 다양한 형태초점 의사소통 교수기법을 고찰해
보았다. 5주차에 걸쳐 형태초점 기반 수업을 진행한 후, 학습자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양한 유형의 의사소통 기반 형태초점 과제들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의를 집중시키고, 문법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연스
럽게 영어 문법 학습에 대한 의식을 상승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유의미한 학습으로
이어질 것이다.
형태초점 의사소통 접근법을 적용하여 의미와 의사소통을 수업의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다양한
교수기법과 과제들로 학습자의 의식을 상승시켜 주도록 유도한다면 언어 사용의 유창성과 정확성
을 골고루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 접근법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지도안과 기술을 개발하여
학습자들에게 기존의 문법수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배양할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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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인지적·정의적 진단 및
피드백 제시 방안

진경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Jin, Kyung-Ae(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 Evaluation). Providing Cognitive and
Meta-cognitive feedback to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arning of Eng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hievement in
a curriculum-based English test and their self-regulation ability and to provide feedback
framework for teachers and students. In order to diagnose the students’ achievement in
English curriculum, a test was developed for each content domain in the elementary English
curriculum. For diagnosing self-regulation ability, a checklist was proposed. The main
constructs of self-regulation check list includes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strategies’ and
‘behavior control’. The sub-constructs of ‘learning motivation’ were ‘intrinsic motivation’,
‘value of subject’, self efficacy’, those of ‘ learning strategy’ were ‘cognitive strategy’, ‘meta
cognitive strategy’, and those of ‘behavior control’ were ‘management of time and
environment’, ‘regulation of efforts’, ‘seeking help’. Feedback framework for the results of
the diagnostic tests for elementary English and self-regulation check list were suggested. For
each student, the feedback formats for ‘students’ and ‘teachers’ were suggested. For students,
the formats for ‘results of each item’, ‘results of diagnostic domains’, ‘results of main
content domains’ and ‘results of self regulation check list’ were suggested. For teachers,
formats for ‘results of the students’ diagnostic domains and main content domains’ and
‘results of the students’ self regulation competence’. The components of ‘results of diagnostic
domains’

are

‘the

main

constructs

of

each

diagnostic

domains’,

‘results

of

completion(pass/fail) of the diagnostic domain’, ‘remedial material numbers for the domain’
for further learning. In the ‘results of main content domain’, the students are informed
whether they complete(pass) or incomplete(fail) the domain. The ‘results of self regulation’
shows three levels; ‘high’, ‘mid’, ‘low’ with regard to each construct. The feedback formats
for teachers include the information about the students’ completion of each diagnostic domain,
main content domain and self regulation check list. In order for the success of the
completion of the curriculum, there should be the valid diagnostic tests, appropriate, effective
and abundant learning materials, which were aligned the nationa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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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교육의 본질이 회복된 학교의 모습이란 ‘교육의 본래 기능이 정상화된 학교’, ‘학생이 자신의
학습 성취에 대해 기쁨과 희열을 맛볼 수 있는 학교’, 그리고 ‘학교 구성원 어느 누구든지 교육
적 소외를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정영수, 2008, 진경애 외 2015, 진경애 외,
2016). 학생들은 현 학습 단계의 교육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단계 학습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지속적인 학습 결손 및 부진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
여 모든 학생들이 해당 단계의 교육과정 내용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가지고 지도
할 필요가 있다(진경애 외 2015, 진경애 외 2016). 맞춤형 교육의 출발은 개별 학생의 학습 상태
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학습 진단은 단지 교과 지식에 해
당하는 인지적 역량 뿐 아니라 학생의 정의적 역량에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정의적 역량과 관련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역량에 대한 진단 및 피드백 방안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예를
들면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도 간의 상호 인과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두 요소의 변화
추이와 인과적 방향성을 탐색한 양명희･이경아(2012: 190-192)의 연구에서는 자기조절전략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후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분석한 최병연･유경훈(2010: 196-199)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자기조절학습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피드백 제공을 위
하여 초등영어 교육과정이수 진단 검사와 자기조절학습역량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안하고 이에
따른 피드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초등영어 교육과정 기반 진단검사 개발 및 자기조절역량 체크리스트 구안
1. 초등영어 교육과정 이수 진단 검사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교육에 대한 공통적인 지침으로 학교 교육의 실제적인
운영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황규호 외 2012, 진
경애 외 2015, 진경애 외 2016). 따라서 정부와 교육 관계자들은 모든 학생들이 공교육을 통
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분히 이수하였는지 점검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연구에
서 상정하는 ‘교육과정 이수’는 ‘교과목의 형식적 이수’나 ‘절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른 재이
수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모든 내용을 학습한 상태’이다(진경애 외 2015,
진경애 외 2016).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이수의 기준을 학생들이 해당 교육과정 내용을 약
70% 내외 또는 진단 영역별 총점의 2/3 이상 습득으로 상정하고, 초등 국어, 수학, 영어 교육

과정 이수를 점검하여 다음 단계에서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진경애 외 2015, 진경애 외 2016).

초등영어 교육과정 이수 진단검사 평가틀과 출제계획표는 다음과 같다. 영어과 교육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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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검사 평가틀에는 학년군별로 대영역, 주요 학습 요소 수, 학습 진단 영역 수 및 평가 문항
수가 제시되어 있다.
< 표 1> 영어과 교육과정 이수 진단 검사 평가틀 (진경애 외 , 2015: 104, 표 Ⅲ-43 일부 수정 )
대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합계

주요 학습 요소 수
3～4
5～6
학년군
학년군
7
8
6
6
4
6
2
7
19
27

학습 진단 영역 수
3～4
5～6
학년군
학년군
4
4
3
2
4
4
2
4
13
14

평가 목표 수(문항 수)
3～4
5～6
학년군
학년군
12
12
9
6
12
12
6
10
39
40

<표 2> 영어과 3～4 학년군 진단 검사 출제 계획표 (진경애 외 , 2015: 105-106, 표 Ⅲ-44)
대영역

학습 진단
영역

주요 학습 요소

평가 목표

낱말의 자음(첫소리) 식별
1. 알파벳 소리 ∙낱말에서 알파벳 음가를 식
낱말의 자음(끝소리) 식별
식별
별할 수 있다.
낱말의 모음 식별
∙친숙한 대상, 동작, 상태 등 대상을 나타내는 낱말 이해
2. 낱말이해
을 가리키는 낱말을 듣고 의 행동을 나타내는 낱말 이해
미를 이해한다.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 이해
∙친숙한 표현을 듣고 이해한 인사나 안부에 관한 말 이해
다.
일상에 관한 친숙한 말 이해
1.듣기 3. 문장이해
∙간단한 지시나 명령을 듣고
지시문 이해
이해한다.
∙사물이나 사람에 관한 대화
사물(색깔, 수)에 관한 대화 이해
를 이해한다.
∙일상생활에 관한 대화를 이 날씨 등에 관한 대화 이해
4. 대화이해
해한다.
∙과거에 한 일에 관한 대화를 과거에 한 일에 대한 대화 이해
이해한다.
대상을 나타내는 낱말 말하기
∙실물이나 그림을 보고 낱말
1. 낱말 말하기
행동을 나타내는 낱말 말하기
을 말한다.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 말하기
∙사물과 사람에 대해 한두 문 사물과 사람에 대해 한두 문장으로
장으로 말한다.
말하기
2. 한두
2.말하
∙한두 문장으로 지시하거나 한두 문장으로 지시하기
문장으로
기
명령한다.
말하기
∙일상생활의 친숙한 표현을 일상생활의 친숙한 표현하기
한다.
3. 한두
∙이름, 나이를 묻거나 답한다. 자기이름, 나이 묻거나 답하기
문장으로
∙일상생활에 대해 묻고 답한 좋아하는 것, 묻거나 답하기
대화하기
다.
날씨 묻거나 답하기
알파벳 대문자 식별하기
∙알파벳 대, 소문자를 식별한
1.알파벳 식별
알파벳 소문자 식별하기
다.
알파벳 대,소문자 대응 식별하기
낱말의 소리와 철자 관계 인식하기
(첫소리 자음)
2. 소리와 철자 ∙낱말의 소리와 철자 관계를 낱말의 소리와 철자 관계 인식하기
3. 읽기 관계 이해
인식한다.
(끝소리 자음)
낱말의 소리와 철자 관계 인식하기
(모음)
3. 낱말의 의미 ∙대상, 행동을 나타내는 낱말 대상을 나타내는 낱말을 읽고 이해
이해
을 읽고 의미를 이해한다.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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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유형
예상(출제) 난이도
선택형 서답형 수행형 상
중
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 읽고 이해하
기
행동을 나타내는 낱말 듣고 이해하
기
대상을 나타내는 어구를 읽고 이해
하기
∙쉽고 간단한 어구를 읽고 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구를 읽고 이해
4. 어구 의미
미를 이해한다.
하기
이해
행동을 나타내는 어구 읽고 이해하
기
알파벳 대문자 쓰기
1. 알파벳 쓰기 ∙알파벳 대･소문자를 쓴다.
알파벳 소문자 쓰기
알파벳 순서에 맞게 쓰기
4.쓰기
낱말 완성하여 쓰기(명사)
2. 낱말이나
∙그림과 함께 제시되는 낱말
낱말 완성하여 쓰기(동사)
어구 완성하여
이나 어구를 완성하여 쓴다.
쓰기
어구 완성하여 쓰기

○

○

○

○

○

○

○

○

○

○
○
○
○
○

○
○

○
○
○
○
○
○

2. 자기조절역량 체크리스트 구안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 역량을 자가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구안하기 위하여 선행 연
구를 참조하여 이미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자기조절학습 역량 체
크리스트 중 본 연구의 자기조절학습 역량 구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탐색하였다. Zimmerman
과 Pons(1986: 618-619)가 개발한 SRLIS는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의 여러 상황에서 학습 방법
을 인터뷰 형식으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이며 14개의 자기
조절학습 전략을 측정한다(진경애 외 2016) 역량 구인에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여 자기조절학
습 역량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다. MSLQ에 기반한 자기조절학습 역량 체크리스트 문항 구성
은 <표 3>과 같다(진경애 외, 2016).
< 표 3> 자기조절학습 역량 구인 (Zimmerman & Pons, 1986: 618, Table Ⅰ 참조 ; 양명희 , 2000: 45, 표
Ⅳ-2 재구성 )
영 역
내적 목표
학습 동기 과제 가치

학습에 대한 내재적 흥미와 유용성 가치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습 기술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가에 대한 학습자의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인지 전략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잘 배우고, 기억하고, 이해하기 위한 전략이며, 시연, 정교화,
조직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메타 인지 전략

학습 수행 전반을 계획하고, 점검함으로써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습 계획 및 전략을 수정･조
절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시간･환경 관리

효과적 학습을 위하여 최적의 시간과 환경을 스스로 탐색･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력 조절

다양한 이유(예: 학습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재미없거나, 지루한 경우)로 학습을 포
기하고 싶은 경우에도 끝까지 학습을 지속하기 위한 행동 조절 전략이다.

도움 구하기

학습자가 학습 상황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주변(예: 부모님, 교사, 친구)에 도움
을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조절 전략이다.

학습 전략

행동 조절

내 용
학습을 하는 이유가 과제에 대한 호기심 또는 도전감과 같은 내재적 가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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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초등영어 교육과정 이수 및 자기조절역량 피드백 방안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이수 진단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표 4>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피
드백의 유형은 학생과 교사용으로 구분하였다. 학생용 피드백은 ‘문항별 성취 결과’, ‘학습 진단
영역별 이수 결과’, ‘대영역별 이수 결과’, ‘자기조절학습 역량 결과’로 구분하고, 교사용 피드백
은 ‘학급 학생들의 학습 진단 영역 및 대영역별 이수 결과’, ‘학급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역량
결과’로 구성하였다.
<표 4> 교육과정 이수 진단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시 방안
구 분

내 용
문항별 성취 결과
학습 진단 영역별 이수 결과
대영역별 이수 결과
자기조절학습 역량 결과

학생용 피드백

(1)
(2)
(3)
(4)

교사용 피드백

(5) 학급 학생들의 학습 진단 영역 및 대영역별 이수 결과
(6) 학급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역량 결과

위의 네 개의 학생용 피드백 중 (3) ‘대영역별 이수 결과’를 예시하며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대영역별 이수 결과 : 학생용 (영어과 예시 )
대영역
이수 결과

듣기
숙달

말하기
노력 요함

읽기
숙달

쓰기
노력 요함

‘자기조절학습 역량 결과’는 구인별로 학생의 역량을 ‘낮음’, ‘보통’, ‘높음’으로 구별하여 제

시하고자 한다.
< 표 6> 자기조절학습 역량 결과 피드백 : 학생용
하위 영역
학습
동기
학습
전략
행동
조절

종합
의견

나의 수준

내적 목표

높음

영어 과제에 대한 호기심 또는 도전감이 높습니다.

과제 가치

보통

영어 공부에 대한 흥미와 가치를 보통 정도로 생각합니다.

자기효능감

낮음

영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편입니다.

인지 전략

높음

영어 공부 내용을 배우고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메타 인지 전략

보통

영어 공부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는 능력은 보통입니다.

시간･환경 관리

낮음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시간과 환경 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조절

보통

포기 하고 싶어도 끝까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한 노력은 보통 수준입니다.

도움 구하기

보통

영어 공부를 하다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노력은 보통 수준입니다.

▶ 자기효능감, 시간･환경 관리에 대한 자기조절학습 역량이 부족하므로 다음과 같이 노력해 봅시다.
① 쉬운 영어 활동부터 도전해 보면서 자신감을 키워요.
② 영어 공부를 하기 전에 학습 계획표를 세우는 습관을 길러요.
③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영어 공부가 잘 되는지 찾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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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논의
초등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피드백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한 영역을 정확히 인지하여,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교사 및 학생에게 제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및 학생의 자기조절학습 역량 등 다양한 피드백
양식을 제안하였으며 교사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양한 피드백 양식을 학부모 상담 시 활용할
수 있고, 학생 상담 시에도 개별 학생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알려 줄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방과후 수업 및 보충 학습을 계획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교육과정 이수 진단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한 후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보정을 해야 한다. 공교육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학습
을 통하여 극대화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치중하였던
공교육 정책에서 대부분의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학생
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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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의 영어 교육과정 적용

김해동
(한국외국어대학교)

Kim, Hae-Do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mplication of national curriculum
for high school English language teaching.
The main purpose of this presentation is to check the issues related to the implication of
2015 national curriculum for high school English language teaching in Korea. The method
used to acquire this information was library research on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reveals that we need research to support students, teachers and
school administrators to implement the curriculum in an effective way. To be specific, the
courses can be categorized into ‘English for General and Social Purposes’,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EAP)’, ‘English for Professional Purposes(EPP)’, ‘English for General
Academic Purposes(EGAP),’ ‘English for Occupational Purposes(EOP)’, ‘English for Specific
Academic Purposes(ESAP)’, and ‘English for Vocational Purposes(EVP)’. It may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EOP and EVP at high school level. In case of
‘Reading English literature’, there are no particular textbooks. It should be necessary to make
an anthology for high school learners. In addition, specific syllabus and methodology should
be developed for classroom teaching. Performance assessment may be carried out to evaluate
learners’ development in the courses relevant to EOP or EVP. With regard to ESAP, a group
of teachers may develop an on-line course and let the individual learners take it as a form
of autonomous learning. All these issues are related in building a particular support tha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igh school English education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data specula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relevant parties in English education should focus on
the actualization of the proposed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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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Typ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through Self-Assessed
use of Writing Strategies

Eun Hwa Park
(Korea Tourism College)
Park, Eun Hwa (Korea Tourism College) Writing Typ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through
Self-Assessed use of Writing Strategies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at kinds of self-assessed use of writing strategies Korean
vocational college students show and what types they prefer in writing strategy use. A total of
519 students were from the five vocational with the various background such as Air service,
Secretarial studies, Tour English, and Hotel management, and so on. They responded to Writing
Strategy Questionnaire (Petric & Czarl, 2003) consisting of ‘Before writing’, ‘When writing’,
and ‘When revising’based on a five-point Likert type scale response format. The results overall
writing strategy use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used less strategies in planning than those of
composing and revising. Further, this study conduct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o
investigate the writing types of Korean vocational college students who responded to
self-assessed use. The results showed that students showed the three types in planning:
Organizing, Outlining, and Non-planning. The two types were found in composing: Solving and
Thinking. The revising obtained the three types: Revising, Observing, and Checking. The results
suggested that students have their preferred types of writing strategy use. It can be a predicative
guidelines to the teachers and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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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s for Teaching Practicum: An Emic Perspective

장지연
(명지대학교)
Chang, Ji-Yeon (Myongji University). Suggestions for Teaching Practicum: An Emic
Perspective.
As participation in specific contexts is viewed as one of the key components for learning,
teaching practicum is now considered essential and its role is given growing prominence in
teacher education. Various suggestions have been made for successful teaching practicum;
however, the voices of main protagonists in teaching practicum (i.e., pre-service teachers)
have been relatively unheard in recent studies. In this study, via e-mail surveys, data were
collected from seventeen pre-service English teachers who had completed their teaching
practicum in secondary schools in Korea. In particular, the participants made suggestions for
the university/department/professor, the school, and future apprentice English teachers. These
data were qualitatively analyzed using a grounded theory approach. Based on these
suggestions, a brief discussion will be presented of how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eaching practicum for English teach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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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he Current Integrated Tasks Relevant to the Target Domain as
They Appear to Be?

Lee, Hye-Won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English)
Lee, Hye-Won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English). Are the Current Integrated Tasks
Relevant to the Target Domain as They Appear to Be?
The presumed relevance of currently used integrated tasks is taken for granted without
empirical justification. It is unknown how much the language ability required for successful
task completion corresponds to what it is to complete the target language use (TLU) tasks
(Hulstijn, Coopmans, van Hout, & Bos, 2003). In this study, I chose to examine one of the
integrated task types, a speaking task following an introductory lecture and analyzed its
elicited language knowledge with the intention of comparing it with that of a TLU task in
an academic context. Students’ spoken responses to the task of explaining aspects of an
academic concept were used to investigate how students’ language knowledge was actually
involved in task performance and analyzed from a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FL)
perspective that can systematically describe the effect of task context on student responses.

I. Introduction
A recent approach to language testing largely acknowledges that much “real world” communication
includes the integration of two or more skills (Frost, Elder, & Wigglesworth, 2012; Jamieson, et al.,
2000). This perspective has been reflected in test design with the adding of integrated tasks. Test
takers who carry out an integrated task are provided with the input, and this stimulus material
becomes the basis of test takers’ performance on the task in a context that simulates real-life language
use (Lewkowicz, 2000). However, the presumed relevance of currently used integrated tasks is taken
for granted without empirical justification. It is unknown how much the language ability required for
successful task completion corresponds to what it is to complete the TLU tasks (Hulstijn, et al.,
2003).
In this study, I chose to examine one of the integrated task types, a speaking task following an
audio lecture on an academic topic and analyzed its elicited language knowledge with the intention of
comparing it with that of a TLU task in an academic context. I also developed a multimedia-mediated
speaking task (MMST), a similar task to the integrated listening-speaking task (ILST) but wit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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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lecture as its stimulus, seeking to increase the extent of eliciting the target language knowledge
by using multimodal input (Chapelle & Douglas, 2006; Douglas & Hegelheimer, 2007). Students’
spoken responses to the assessment tasks were used to investigate how students’ language knowledge
was actually involved in task performance and analyzed from an SFL perspective that can
systematically describe the effect of task context on student responses.

II. Language Knowledge, Context and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F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actionalist construct definition (Chapelle, 1998), the context of
language use influences the linguistic choices a language user can make during task performance,
which can be described by Halliday’s (1978) model of language in context. When task performers
produce a meaningful sample of linguistic performance (a text) in a given task, they make choices
from their knowledge of the language system in order to meet the demands of the context in which
they create the text. Halliday and his colleagues in the school of SFL define context theoretically as
composed of three parts: field, tenor and mode. The language system in Halliday’s theory offers
resources for constructing the types of meanings that can be realized in view of the contextual
configuration, which is defined by the three contextual factors. This language system is seen as
having meaning-making potential, and an ability to use this potential expands as language proficiency
develops (Derewianka, 2001; Mohan & Slater, 2005). In this sense, the ability to use the system is
similar to the notion of language knowledge in the interactionalist model of construct definition. For
any interactionalist construct definition, the three contextual components will affect the language
knowledge that is needed for successful performance.
From this combined theoretical view, contextual features simulated in the ILST and the MMST (see
the Methods section) can be defined as presented in Table 1:
<Table 1> Contextual features simulated in the ILST and the MMST
Contextual Factors
Field

Tenor

Mode

Contextual Features

• The social process of explaining academic subjects
• The rhetorical/pragmatic function of classifying and defining some related concepts of an
academic, but not too technical topic
(ILST) The aural lecture materials
• (MMST) The aural and visual lecture materials
College students and a professor
A neutral stance on the lecture
A speech role as an information provider to the (imaginary) audience in an institutional
setting
• An introductory-level lecture and student explanations in sequence
• Language as the only means in students’ oral explanation
• (ILST) The spoken and phonic
• (MMST) The spoken, written and visual
medium and channel of the lecture
medium and channel of the lecture

•
•
•
•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LST and the MMST are the field and the mode of the input l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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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ral lecture for the ILST in contrast to the aural and visual lecture for the MMST. In view of
the Hallidayan model, it is assumed that these different levels of contextual factors lead to varying
degrees of language knowledge engaged in the assigned task and different patterns of linguistic
choices made in responses. In other words, the ILST and the MMST performers, due to the assigned
contextual distinctions, are likely to be involved differently in using the target language knowledge,
i.e., “be” verbs for classifications and definitions and personal pronouns for interpersonal connections,
and choose linguistic resources accordingly.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s to what extent the ILST
and the MMST elicit three types of the target language knowledge and, drawing upon this, to
ultimately evaluate the relevance of the integrated tasks to the target academic domain.
recent approach to language testing largely acknowledges that much “real world” communication
includes the integration of two or more skills (Frost, Elder, & Wigglesworth, 2012; Jamieson, et al.,
2000). This perspective has been reflected in test design with the adding of integrated tasks. Test takers
who carry out an integrated task are provided with the input, and this stimulus material becomes the
basis of test takers’ performance on the task in a context that simulates real-life language use
(Lewkowicz, 2000). However, the presumed relevance of currently used integrated tasks is taken for
granted without empirical justification. It is unknown how much the language ability required for
successful task completion corresponds to what it is to complete the TLU tasks (Hulstijn, et al., 2003).

III. Methods
1. Materials
The multimedia-mediated speaking task (MMST) required students to watch a short simulated video
lecture on an academic topic and then orally explain two main points presented in the lecture. The
simulated video lecture involved one native speaker, who acted as a professor. While being
videotaped, the speakers were prompted with the lecture script and naturally said it as if they had
been lecturing on these materials in a real classroom with appropriate facial expressions and gestures.
Additionally, three types of content visuals (e.g., figures) in PowerPoint format were used to elaborate
the lecture: 1) illustrating the oral stimulus, 2) organizing information in the stimulus, and 3)
replicating the oral stimulus (Bejar et al., 2000).
The integrated listening-speaking task (ILST) required students to listen to a simulated short audio
lecture on an academic topic and then orally explain two main points presented in the lecture. The
MMST video lectures were converted to MP3 files to produce the audio lectures for the ILST. A
picture of a talking professor, who was the actual speaker in the audio, was presented while students
listened to the lecture. This provided contextual information, but no content-related details.
2.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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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93 international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who were 18
or older and enrolled at a Midwestern research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Participants came from
four different groups in the university: 1) oral communication classes in an intensive English program,
2)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listening courses, 3) ESL speaking courses for international
teaching assistants, and 4) a graduate program in applied linguistics. Half of the participants in each
group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ILST and the other half to the MMST.
3. Data analysis
In preparation for analysis, the transcribed responses were pruned, excluding features of repair1). To
obtain evidence about the degree of the target language knowledge the ILST and the MMST elicited,
I counted the three types of linguistic components respectively, 1) a “be” verb for definitions (an
identifying relational process in the SFL term), 2) “there are” for classification (an existential process
in the SFL term), and 3) personal pronouns such as “we” and “you” for interactive discourse, and ran
a chi-squared test to compare their usage between the ILST and the MMST.

IV. Results
1. Use of Identifying Relational Processes
As expected, identifying relational processes were used majorly (almost 40% of the average processes
used overall) by students in both groups (M = 2.96, Mdn = 3.00 for the IMST; M = 3.38, Mdn =
3.00 for the MMST), as this is one of the key process types in the assessment tasks that require
explaining two aspects of a concept. Table 2 below is a contingency table presenting the number of
students who used identifying relational processes less than twice, or twice or more, depending on their
assigned assessment task. Two is a cut-off point as it is expected that students need to use identifying
relational processes at least twice to explain two aspects of an academic concept.
<Table 2> Contingency table showing the number of students who used identifying relational processes
depending on the assigned assessment task (N = 93)
Task
< twice
Identifying Relational
Process

ILST
9
(19.6%)

MMST
6
(12.8%)

Total
15
(16.1%)

≥ twice

37

41

78

Total

(80.4%)
46
(100.0%)

(87.2%)
47
(100.0%)

(83.9%)
93
(100.0%)

1) Repair included repetition, rephrasing and false starts as defined in Free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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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80% of the students in both groups (ILST: 80.4%; MMST: 87.2%) used identifying
relational processes (e.g., “to be”) twice or more. This indicates that for around 80% of students, both
assessment tasks tapped student knowledge of identifying relational processes and the group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regarding the association between the type of assessment tasks and the use of
identifying relational processes in student spoken response, χ2(1) = 0.79, p < .373.
2. Use of Existential Processes
The presumed relevance of currently used integrated tasks is taken for granted without empirical
justification. It is unknown how much the language ability required for successful task completion
corresponds to what it is to complete the target language use (TLU) tasks (Hulstijn, Coopmans, van
Hout, & Bos, 2003). In this study, I chose to examine one of the integrated task types, a speaking
task following an introductory lecture and analyzed its elicited language knowledge with the intention
of comparing it with that of a TLU task in an academic context. Students’ spoken responses to the
task of explaining aspects of an academic concept were used to investigate how students’ language
knowledge was actually involved in task performance and analyzed from a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FL) perspective that can systematically describe the effect of task context on student
responses.
Existential processes (e.g., “there are”) were not used as often by the ILST students (M = 0.39,
Mdn = 0.00), whereas the MMST students used this process type moderately in their spoken
responses (M = 0.64, Mdn = 1.00). It is reasonable that existential processes are used less frequently
(approximately 4.9% for the ILST group and 7.8% for the MMST group of the average processes
used overall) than identifying relational processes because the topics of the input lectures cover the
classification of only a simple academic concept.
More than half of the MMST students (55.3%) used existential processes to classify two aspects of
an academic concept, although only approximately a third of the ILST students (32.6%) used this
process type (refer to Table 3). A successful spoken response that introduces two factors of product
quality, reliability and features, for example, is expected to include a relational process, “there are,”
such as “there are two factors of product quality” (existential processes highlighted in bold).
<Table 3> Contingency table showing the number of students who used existential processes depending on the
assigned assessment task (N = 93)
Task
Yes
Existential Process

No
Total

ILST
15
(32.6%)
31
(67.4%)
4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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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T
26
(55.3%)
21
(44.7%)
47
(100.0%)

Total
41
(44.1%)
52
(55.9%)
93
(100.0%)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type of assessment tasks and whether or
not students used existential processes in their spoken response, χ2(1) = 4.86, p < .027. Based on the
odds ratio, the odds of students using existential processes were 2.56 times higher if they took the
MMST than the ILST. It appears that the MMST functioned better in eliciting the use of existential
processes and this helped with classification of a concept that needs to be explained. The MMST
possibly allowed students to visualize the classification and include such information in their oral
explanation, using an existential process.
3. Use of Pronouns as Exophoric Reference
The three types of pronouns as exophoric reference are: 1) “we/our/us” referring to the speaker and
the imagined audience, 2) “you/your/you” referring to the imagined audience, and 3) “I” referring to
the speaker. On average, students in the ILST group used approximately one of the three types of
pronouns in their responses, M = 1.09, Mdn = 0.00, and range: 0 – 10, and those in the MMST
group used this linguistic feature slightly more than once, M = 1.30, Mdn = 1.00, and range: 0 – 7.
Because a student spoken response was limited to one minute, many instances of pronouns as
exophoric reference were not expected, and this expectation was consistent with the less frequent use
of this linguistic feature by students in both the ILST and the MMST group.
More than 60% of the MMST students (63.8%) used pronouns as exophoric reference to connect
themselves with the imagined audience, although less than 40% of the ILST students (39.1%) used
this linguistic feature as presented in Table 4.
<Table 4> Contingency table showing the number of students who used pronouns as exophoric reference
depending on the assigned assessment task (N = 93)
Task
Yes
Pronouns as Exophoric
Reference

No
Total

ILST
18
(39.1%)
28
(60.9%)
46
(100.0%)

MMST
30
(63.8%)
17
(36.2%)
47
(100.0%)

Total
48
(51.6%)
45
(48.4%)
93
(100.0%)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the type of the assessment tasks and the
use of pronouns as exophoric reference, χ2(1) = 5.68, p < .017. Based on the odds ratio, the odds of
students using pronouns as exophoric reference were 2.75 times higher if they took the MMST than
the ILST. Additional visual elements in the MMST such as a professor moving in the input video
seemed to simulate a classroom setting more successfully and provide a sense of the imagined
audience over the other side of the computer screen to which students spoke during the task. This
may have encouraged students to choose pronouns such as “we” and “you” to address those who
would potentially listen to their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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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Conclusion
The

popular

belief

concerning

the

relevance

of

integrated

tasks,

specifically

integrated

listening-speaking tasks, to the TLU domain was only partially supported by the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The performance from these assessment tasks may not be representative speech samples
from which an inference of an individual’s language ability in the TLU situation can be drawn and
need to be interpreted with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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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a Young EFL Learner’s L2 Grammatical Knowledge through
Extensive Reading

정유진
(한국외국어대학교)

Numerous studies have reported on the positive impacts of extensive reading (ER) in L2 learning.
However, many of the studies focus on the positive effects of ER on vocabulary acquisition and
reading comprehension, and relatively little is known about the effects of ER on L2 grammar. In
attempts to fill this gap, this case study investigated how effective extensive reading (ER) is in
improving receptive and productive grammatical knowledge. The participant was a nine-year-old Korean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 learner with beginner level proficiency. The participant engaged in
ER as a sustained silent reading (SSR) activity at a privately owned English library, and read one
book a day five times a week for a total of six weeks. Several instruments were used to gather data,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qualitatively. First, pre- and post-grammar tests were used to measure
improvements in receptive grammatical knowledge. Second, the participant wrote book reports twice a
week in English to examine improvements in productive grammatical knowledge. Lastly, pre- and
post-interviews were conducted to explore changes in the participant’s L2 reading attitude due to ER.
The results from the grammar tests showed no significant gains in receptive grammatical knowledge after
ER. However, the book reports reveal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capitalization and sentence fragment
errors. Additionally, the participant started constructing sentences using different word orders besides the
basic Subject-Verb-Object (SVO) word order after engaging in ER. It is noteworthy to mention that these
improvements occurred without explicit instruction and merely from reading books that interested the
participant. Finally, a content analysis of the interview data revealed that there was a positive shift in the
participant’s attitude towards L2 reading attributable to ER. The transfer of L1 reading attitude to L2 reading
attitude, motivational enhancement, absence of evaluation, and support in reading were determined to be
contributing factors for such change in the participant’s L2 reading attitude.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that the incidental learning of some grammatical features can arise
as a by-product of ER and contributes to the benefits ER has on developing language skills. Also, the
findings of the study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reating a safe ER environment, especially with
young learners, that can foster positive L2 reading attitude. A few suggestions were to provide a wide
range of books, give encouragement and support during ER, and avoid types of assessment that can
cause students to doubt their reading abilities. Such findings may particularly interest EFL teachers
who are planning to implement ER or those interested in presenting L2 grammar to young learners in
an implicit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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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4

인공지능과 프랑스어 교육
(31307호)
Timeline
11:40 – 12:10
13:30 – 13:55
14:00 – 14:25
14:30 – 14:55
Timeline

좌장: 이경수 (상명대)

토론

한국인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텍스트 읽기양상 : 내용의 일관성을

유은순

방해하는 접속사 삽입을 통하여 (홍승현, 상명대)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대학 프랑스어 문법
교수·학습 방법 연구 (이송, 부산대)
학부 프랑스어 독해 수업에서 학습자의 메타 인지 전략 고찰 (김대
영, 고려대)

(인하대)
최희재
(한국외대)
성승은
(한국외대)

인공지능 시대의 프랑스어 교육: 디지털 교육 장치를 통한 학습자
들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윤현, 한남대)
좌장: 이송 (부산대)

15:10 – 15:35 자동번역 시대의 번역교육 (이향,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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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
(경북대)
토론
박선희
(고려대)

한국인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텍스트 읽기양상
-내용의 일관성을 방해하는 접속사 삽입을 통하여-

홍승현
(상명대학교)
Hong, Seung-Hyun (Sangmyung University). Korean learners‘ reading tendancy of French
texts through the effect of the insertion of a conjunction that interferes with the consistency
of the content.
The purpose of this presentation is to examine effects of Korean French learners’ reading
tendancy of French texts through the observation of eye movements that incorporate the
specific conjunction pourtant that interferes with the consistency of the content. To this end,
we will observe patterns of eye movements in the inserted conjunction and in sentence and
paragraph readings including this conjunction. Through these observations, we will examine
characteristics of Korean French learners. The main reason we conducted this study is that in
Korea, the emphasis on grammar and elements of cohesion has been considered important in
the edu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 is to prove how
learners are aware of signs of coherence and how it will affect their behavior.
The text we used for the experiment is an excerpt from the novel of Guillaume Musso
(2013), «Que serai-je sans toi?», specifically the first part of the first chapter where the
conjunction pourtant is inserted which interferes with the consistency of the content. As a
reading instruction, we suggested the “read and talk comprehension,” not using any special
reading strategy. 14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3 French students who major in French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In order to examine their eye movements, we used the eye
movement tracker «NYAN 2.0XT».
Our observations of the eye movements and their partial analysis suggest that Korean learners
pay attention to the information of each sub-area, but that it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mprehension of the text.

I. 들어가기
이 발표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내용의 일관성을 방해하는 접속사를 삽입한 프랑스어 텍스트를
읽을 때 나타나는 안구운동을 통하여 독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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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우리는 삽입한 접속사에 나타나는 안구운동의 양상과 이 접속사를 포함한 문장과 문단의
읽기에서 나타난 안구운동의 양상을 관찰할 것이다. 그리고 관찰내용을 통하여 한국인 프랑스어
학습자들의 읽기에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연구를 계획하게 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문법을 강조하며 응집성
(cohésion)을 나타내는 요소들에 중요성을 두는 프랑스어 읽기교육이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데, 학습자들이 응집성을 나타내는 표지들을 잘 인식하는지를 기기를 통하여 과학적
으로 증명하고자 하며 이러한 인식이 독해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해서이다.
또한 안구운동 추적기를 사용한 제 2언어와 외국어 읽기연구에서 응집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최근 들어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본연구와 관련하여 응집성과 관련한 유의미한 선행연구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Jonz(1987)은 모국어와 제 2언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이 응집요소들이 삭제된 텍스트를 읽을 때 나

타나는 현상을 비교하였다. 독자의 언어능력이 응집요소들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모국어 읽기에 비하여 외국어 읽기에서 응집요소들을 더욱 연결시키려는 현상을
관찰했다. Gaonac’h(1991)은 외국어 독자들이 단락을 연결하는 접속사를 삭제한 텍스트를 읽을
때, 읽기 시간이 단락 첫 부분에서와 그 이후에서도 길어졌다고 한다. Gaonac’h은 이 현상을 외
국어 읽기에서는 하위영역의 정보들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
로 외국어 독자들이 하위영역의 정보에 집중하는 주의전략(stratégies attentionnelles)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러 연구에서는 모국어 및 제 2언어 독자들에게 응집력을 나타내는 요소를 의식
하도록 표시할 경우에 있을 텍스트 독해와 관련하여 조사했다. Geva(1992), Degand &
Sanders(2002), Ozono & Ito(2003)은 and, but, then과 같이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요소들을 사용하

는 능력에는 개인적 차이가 존재함을 밝혔다. 이들 중 Degand & Sanders(2002)는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를 모국어 및 제 2언어로 사용하는 독자에게 because, so, conseauently와 같은 인과를 나
타내는 접속사에 표시를 두어 의식하도록 유인한 후 그 영향을 살폈다. 독자들이 표시된 인과
관계로부터 독해에 도움을 받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텍스트에서 접속사를 삭제하여 실험을 하거나 접속사를 의식적으로 인
식하도록 유도하여 실험을 했다. 그 결과로 외국어 독자들이 모국어 독자에 비하여 응집요소들
에 집중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특별한 읽기를 지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의 일관성을 방해하는 접속사를 삽입한 프랑스어 텍스트를 제공할 경우, 이
접속사가 독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설계를 했다.

II. 실험 설계
실험텍스트는 Guillaume Musso(2013)의 소설 « Que serai-je sans toi ? »의 첫 장 앞부분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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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한국인 피험자의 언어수준에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을 일부 삭제했다(부록 참조). 그리고 내
용의 일관성을 방해하는 접속사를 삽입했는데, 총 6장으로 구성된 실험텍스트 중 세 번째 장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다. « Il est français, vient de réussir sa licene de droit à la Sorbonne. » 문장
앞에 위치한다. 읽기 지시사항으로는 “텍스트를 읽고 독해한 것을 말해주세요”를 제시하여 읽기
전략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선택했다. 이 실험에는 프랑스어를 전공하는 한국인
대학생 14과 프랑스인 학생 3명이 참여했다. 이들의 안구운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안구운동 추적
기 «NYAN 2.0XT»를 사용했다.
< 표 1> 실험 참가자
피험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국적
한국인
한국인
한국인
한국인
한국인
한국인
한국인
한국인
프랑스인
프랑스인
한국인
한국인
한국인
한국인
한국인
한국인
프랑스인

전공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어 교육

학년
2학년
2학년
2학년
4학년
대학원
대학원
3학년
4학년
교환학생
박사과정
3학년
3학년
3학년
2학년
2학년
대학원
교환학생

비고

어학연수(1년)

외국어고 졸

군복무 후 복학
군복무 후 복학
어학연수(1년)
외국어고 졸

내용의 일관성을 방해하는 접속사로 Pourtant을 선택했다. 그 이유를 언어적 측면에서와 내용
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인 프랑스어 학습자들이 배웠다고 판단한 접속사를 선택하고자 했으며, Mais나 Et만큼

상당히 친숙하지 않은 접속사를 선택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독자가 친숙한 단어
나 길이가 짧은 단어에는 시선을 고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Vitu, O’Regan,
Inhoff, Topolski (1995)),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한국인 프랑스어 학습자

들도 친숙하고 길이가 짧은 단어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견됐다(홍승현과
박동열(2016)) ;
- Pourtant은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를 지녀서 앞의 내용에 반대되

는 이야기가 출현함을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 삽입된 Pourtant의 위치는 굵은 글씨로 중간제
목의 역할을 하는 « Martin a 21 ans » 바로 아래 첫 문단이다.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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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텍스트 3

문장 « Martin a 21 ans »은 이전에 전개된 Gabrielle에 내용과 다른 새로운 인물인 Martin에 대
한 내용이 출현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맥에서 문장과 문단의 맨 앞에
위치한 Pourtant은 독자의 독해를 일시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방해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 결
과로 본 연구자가 예측한 피험자들의 안구운동은
- Pourtant을 읽는 시간이 비교적 길어지거나,
- Pourtant이 포함된 절과 문장을 읽는 시간이 비교적 길어지거나,
- Pourtant이 포함된 문단을 읽는 시간이 비교적 길어질 것이다.

읽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안구의 고정점이 길어지거나 또는 반복하여 읽어 고정점이 여러
개 나타나 길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IV. 실험결과
1. Pourtant을 읽기 위한 안구고정 시간

원어민 피험자들이 Pourtant에 안구를 고정한 주지시간(다른 단어로 도약하기 전까지 놓인 모
든 고정점의 합)은 242ms와 267ms로 실험텍스트를 읽은 평균 고정시간 245ms에 근접해있다. 고
정점은 하나 또는 두 개가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한국인 피험자들은 안구 고정시간이
상당히 길었으며, 고정점의 수가 2개 이상 다수의 고정점이 나타났다. A의 읽기에서는 세 번의
고정점이 놓였으며 924ms 동안 시선을 고정했다. C는 다섯 개의 고정점이 놓였으며 1,526ms 고
정했다. O는 다섯 개의 고정점으로 2,191ms 동안 시선을 고정했다. E는 2개의 고정점이 놓였으
며 917ms 동안 고정했다. 첫 번째 고정점이 767ms으로 상당히 길었다. 이러한 읽기양상으로 A의
경우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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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한국인 피험자 A 의 Pourtant 읽기양상

2. Pourtant이 포함된 절과 문장을 읽기 위한 안구고정 시간

대부분의 한국인 피험자들은 실험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Pourtant의 출현으로 인해 문법적으
로 또는 내용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L, N과 O가 그 출현에 대
해 의문을 가졌었고 E는 내용이 전환된 이유로 사용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A와 B는
접속사 Pourtant을 모른다고 증언했다.
N은 Mais와 의미적으로 동일한 Pourtant의 출현이 두 번째 절 vient de réussir sa licence de
droit à la Sorbonne의 독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했다. N이 문장의 마지막을 읽을 후

접속사 Pourtant으로 역행도약을 하여 다시 한 번 안구를 300ms 동안 고정하는 읽기양상을 보였
다.
< 표 4> 한국인 피험자 N 의 Pourtant을 포함한 문장 읽기양상

Pourtant의 출현에 의문을 가진 원어민 I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문장을 읽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으며, 소르본 대학에서 법과대학을 패스하지 못해도 프랑스인이 충분히 될 수 있으
며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미국으로 떠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즉, 소설의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
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어 réussir에 933ms, licene에 883ms 그리고 Sorbonne에 425ms라
는 상당히 긴 시간의 고정점이 놓였다.
3. Pourtant이 포함된 문단을 읽기 위한 안구고정 시간

원어민 I는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는 문단의 후반부를 이해하는데 부정
적 영향을 받았다. anglais에서와 intérieur에서 Etats-Unis를 향해 안구 역행도약이 이루어져 불필
요한 인지소모가 발생했다.

- 145 -

< 표 5> 원어민피험자 I의 읽기양상

V. 결론
안구운동으로 일부 관찰한 읽기양상과 그 부분적 분석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 학습자들이 하위영역 각각의 정보에 주의를 많이 두며 읽지만, 각각의 정보가 텍스
트를 독해해나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 피험자들은
실험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Pourtant의 출현으로 인해 문법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점이 이러한 결론을 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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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대학 프랑스어 문법 교수·학습 방법 연구

이송
(부산대학교)
Lee, Song (Pusan National University). A Study on Teaching of French Grammar Based on
Flipped Learning.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terest in ‘Flipped Learning,’ an IT-based
learner-centered teaching-learning method corresponding to meet the paradigm of the future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a new method of learning called ‘Flipped Learning’, and to
identify its applicability to university French grammar class design. Flipped learning, the type
of blended learning focuses on the learners and promotes instructor-learner interaction,
learner-learner interaction.
Learner study the basics in advance online with video-clips and hand-outs supplied by the
instructor and participate free question-answer by themselves on Q&A before class. Flipped
Learning is not about how to use videos in lessons. It’s about how to best use in-class time
with students. During face-to-face lessons, learners do various complicated activities such as
quizz, mini-lecture, question and answer, game with the instructor or their peers, do a
discussion or carry out the assignments about contents and deepen their knowledge.
Under our Flipped Learning ‘French grammar’ teaching model there are effects as follows:
first, learners’ participation and attention increase; second, interaction between instructor and
learners increase; third, learners attain deeper comprehension of grammar; forth, learners
improve self-directed learning skill in all classes and online.

I. 들어가는 말
미래 교육에 대비하는 교육방법론의 키워드로 스마트 기기, 인터넷, 네트워크, 디지털, 온라인
교육 등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미래교육은 단순히 정보기술공학적 발전에 대비하는 차
원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두데스탯(2000)은 정보기술이 배우고 가르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이용되기보다는 단순히 교육과 학습을 확장시키는 정도로 이용되는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기술
의 발전에 힘입어 확대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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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지만 교육의 질적 측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교수 중심의 강의가 그대로 유지되는 일방향적 수동식 학습이라는 한계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
다. 첨단의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수동적인 학생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미래교육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는 교육을 요구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프랑스어 문법 강좌에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을 적용함으로써
교수자의 일방적인 전달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강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인 학습능력을 신장시키면서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 플립드
러닝 개념을 소개한 후 3장에서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대학 프랑스어 문법 교수·학습 모형을 소
개할 것이다.

II. 플립드 러닝
Flipped Learning Network의 정의에 따르면 “플립드 러닝은 전달식 강의를 집단 학습 공간에서

개별 학습 공간으로 옮기고, 그 결과 집단 학습 공간을 역동적이고 상호 작용하는 학습 환경으
로 바꾸는 교육적 접근법이다. 이러한 학습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학습 주제에 대해 개념을 적용
하고 창의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사가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FIN, 2014: 1). 즉 수업시간을 교수자
의 강의보다는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식이다. 그 결과 교수
자와 학습자의 활동이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할 여지가 많아지는 것이다. 텍사스 대학의 교수학
습센터에 의하면 기존 수업과 플립드 러닝 적용 수업을 비교했을 때 수업의 각 단계별로 학습자
와 교수자의 활동은 <표 1>과 같은 차이가 있다.1)
< 표 1> 기존 수업과 플립드 러닝 적용 수업의 비교
수
업
전
수
업
도
입
수
업
중
수
업
후
일
과
시
간
중

기존 수업
·학습자들은 읽을거리를 배정받음
·교수자는 강의를 준비함
·학습자들은 기대하는 학습에 대한 제한된 정보를
가짐
·교수자는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
인 가정을 함
·학습자들은 수업을 따라가려 함
·교수자는 모든 학습 자료를 사용하려고 노력함
·학습자들은 보통 지연 피드백이 있는 숙제를 시도
함
·교수자는 지난 과제에 대해 점수를 부여함

·학습자들은 공부해야 할 것에 대한 확인을 원함
·교수자는 종종 강의 중에 있었던 일을 반복함

1) http://ctl.utexas.edu/teaching/flipping_a_class/what_is_flip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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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드 러닝 적용 수업
·학습자은 제공된 모듈에 따라 학습을 하고 내용 관련
질문은 기록해 둠
·교수자는 여러 학습 기회를 준비
·학습자들은 그들 학습을 안내해 줄 특별한 질문을 함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예상할 수 있음
·학습자들은 배워야 할 기능을 실습함
·교수자는 피드백과 소규모 강의를 통해 절차를 안내
함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명확한 설명과 피드백에 따라
그들의 지식과 기능을 계속 적용함
·교수자는 필요에 따라 어떠한 것이라도 추가적인 설
명과 자료를 포스팅하고 질 높은 과제에 대해 점수를
부여함
·학습자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도움을 구하기 위한 능력을 갖춤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더 깊은 이해를 하도록 지속적
으로 안내함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과지식과 내용을 학습자들이 사전에 습득하고, 수업시간에는 학습자끼
리 또는 학습자와 교수자 간 질의･응답이나 토론, 과제 활동, 또래학습, 팀별 활동 등을 통해 교
과지식과 내용을 심화, 확장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플립드 러닝 방식은 수업 전에 이루어지는 강의를 출발점으로 수업 중은 물론 수업 후, 그리
고 일과시간 중에도 <표 1>의 오른쪽 열에서 보듯이 ‘질문을 기록해 둠’, ‘질문을 함’, ‘기능을
실습함’, ‘지식과 기능을 계속 적용함’, ‘도움을 구하기 위한 능력을 갖춤’과 같이 학습자가 적극
적으로 활동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는
교수·학습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III.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대학 프랑스어 문법 교수 ·학습 모형

플립드 러닝을 적용하면 문법수업 방식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전통적인 문법 수업의 핵심
이었던 강의를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미리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미리 개념과 규칙을 이해한 후,
수업시간에는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간에 상호작용을 통해 해당 문법 내용을 내재화하고 실
제 사용 능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1. 수업 전
1) 사전학습 자료를 통한 기본 개념 이해

아래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사전학습 자료를 통해 본 수업에서 다루어질 문법 사항의 기본 개
념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많은 경우에 플립드 러닝의 사전학습 자료로 동영상을 사용하도록 하
고 있으나 반드시 동영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문서, PPT 슬라이드, 동영상, 음성파일 등 진
도 상에서 다룰 학습내용에 가장 알맞은 매체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 자체 제작 동영상

교수자가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여 사전학습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습자의 수준
에 맞출 수 있고 교실 활동과 가장 잘 연계된 내용을 선정할 수 있으며, 특히 평소의 수업을 담
당하고 있는 교수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은 친화도 측면에서 학습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
다.2) 예를 들어 ‘Doc Zoom Creator Pro’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HWP, PDF 파일, PPT 슬라이
드를 교안으로 삼아 그 위에 메모와 판서를 더해가며 교수자가 강의하는 것을 간단하게 녹화하
여 배포할 수 있다.
(2) 기존 동영상 활용

유튜브에서 프랑스어 문법에 관한 짧은 강의를 많이 찾을 수 있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
우리말, 영어, 프랑스어로 제작된 최적의 강의를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
2) Bergmann과 Sams(2012: 75)에 의하면 교사가 직접 수업 영상을 만드는 것은 학생과의 일종의 사회적 계약을 맺는
것으로, 학습 내용을 배우려는 학생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라 할 수 있다. 온라인 강의에 활용되는 교육 컨텐츠는
기존의 전자미디어가 제공하는 것도 방대한 양의 정보도 포함되지만, 해당 교사가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가 교실
수업과의 연계나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더 강점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Begmann과 Sams, 2012: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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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프랑스어로 이루어지는 문법 설명이 때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프랑스어 자막 기능, 한국어 번역 기능을 선택하여 내용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문서

시중의 문법 교재들은 일반적으로 전통문법 관점에서 이루어진 문법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프랑스 언어학이나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교육학 분야의 최근 연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문법
설명, 예를 들어 한국인 학습자들의 이해 가능성을 고려한 ‘교육 문법’ 차원의 문법 설명이 학습
을 도와 줄 수 있다(이경수, 2012: 74).3) 예를 들어 인칭대명사의 선택기준, 조합가능성과 순서
(이경수, 2013, 104～108), 반과거-복합과거 구분(이경수, 2015: 27～30), 수동태(이경수, 2010: 73～
74), 관사(김언자, 2011: 42～45)와 관련된 교육 문법적 설명 부분을 재편집하여 한글 파일이나
PPT 형태의 ‘사전학습’ 문서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2) 수준별 퀴즈를 풀고 관련 질문할 내용 기록

학습자는 해당 문법의 개념과 규칙에 대해 설명하는 강의 영상을 시청한 후 그 내용을 숙달할
수 있는 기본 문제를 푼다. 자신이 잘못 이해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강의 동영상의 해당
부분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고 본 수업에서 교수
자 및 동료 학습자와 함께 탐구할 질문 내용을 기록해 둔다.
3) 토론을 위한 실재자료 준비

사전학습에서 배운 문법 사항이 실제로 텍스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본 수업에
서 동료 학습자들과 서로 돌려본 후 토론의 소재로 삼기 위해 실재자료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전치사 à를 사용하는 간접타동사 renoncer에 대해 구글 프랑스에서 ‘renoncer à’라는 검
색어를 입력한 후, 인터넷 잡지 사이트(http://www.femina.fr)의 심리 상담 코너에 동거녀와 헤어지
려고 결심한 내담자가 게시한 ‘Dois-je renoncer à elle ?’이라는 제목의 상담 내용을 캡처해서 본
수업의 발표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다.
2. 본 수업
1) 질의·응답을 통한 사전학습 점검

학습자가 사전학습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였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들이 어떤 문
장에서 어떤 문법형태를 왜 선택했는지 이유를 묻고 설명하게 함으로써 문법의식을 일깨우는 문
법 담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명시적 문법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문법지식을 메타
언어적 지식으로 표현한다면 교수자 혹은 다른 학습자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를 판단할 수 있고
수정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황선유(2013: 326)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사전학습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준비해 온 질문을 던지고 함께 답을 찾아보기, 설명을 찾기, 학
생들끼리 서로 설명하여 개념정리를 돕도록 한다. 이렇게 학습자로 하여금 메타언어적 설명을
해보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정확한 이해 없이 막연한 짐작에 의존하거나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3) 이경수(2012: 74)에 의하면 교육문법은 우선 학습자를 고려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용어를 선택하고 또 적절한 방식
의 설명들을 제안하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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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한 메커니즘에 따라 외국어를 사용하게 되므로 자칫 오류가 고착화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다(이경수, 2012: 73).
2) 핵심요약 강의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게시판에 개별 학습자가 게시했던 질문들을 반영하여 학습자들이 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나 잘못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핵심요약 강의를 한다.
3) 소집단별 토론

사전학습 단계에서 학습자가 준비한 실재자료를 소집단별로 공유하고 문법의 실제 사용을 확
인하는 단계이다. 실재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언어 현상들을 대상으로 하여 관찰, 사고, 분석하는
‘문법 개념화 활동’(Tagliante, 2006: 61)의 일환이다. 실재자료는 학습자 간의 토론을 촉진하는 매

개체이면서 학습내용을 정교화, 체계화시켜주는 도구이다. 예를 들어 Grammaire française en
images(http://fr.tsedryk.ca/)에서 찡그린 남자의 삽화와 접속법 문장이 함께 사용된 이미지를 제시

하면서 학습자는 “이것 봐! 눈썹이 잔뜩 올라가 있는 이 표정, Jean doute que vous teniez votre
parole.에서 주절 동사 doute가 의심을 나타내고 있잖아. 그래서 접속법 teniez를 사용했지.”라는

식으로 문법 개념화 활동을 할 수 있다.
4) 발표와 피드백

메타언어적인 설명을 정리한 후에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부분이 왜 그러한 방식으로 표현되었
는지를 이유를 말해보게 하고 그러한 선택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발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
는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을 방어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정확한 문법 지식과 맥락에 맞
는 문법 사용 능력을 갖추게 된다.
3. 수업 후

학습자는 교수자가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에 탑재한 해당 문법에 관한 수준별 문제를 풀고 게
시판에 질문을 남기고 교수자 및 동료 학급자가 제시한 답을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 사전학습용
동영상을 다시 반복해서 볼 수도 있다.

IV. 맺는 말
본 연구는 문법 과목에 플립드 러닝을 적용한 것으로 사전학습 강의에서 학습한 ‘언어적 지
식’을 본 수업에서의 연계 활동을 통해 ‘실제 언어 사용 능력’을 습득한다는 데서 그 효용성을
찾고자 했다. 프랑스 문학, 어학 과목에서도 플립드 러닝 방식의 부분적 사용 또는 지배적 사용
으로 강의 중심의 전통적인 대학 교육을 탈피하여 상호작용이 활발한 미래지향적 수업 형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프랑스어 교육과 관련한 콘텐츠 공동 활용 및 공유체
제를 통해 대학 프랑스어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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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프랑스어 독해 수업에서 학습자의 메타 인지 전략 고찰

김대영
(고려대학교)
Kim, Daeyoung (Korea University). A study on the metacognitive strategy of undergraduates
in French Reading Comprehension Courses.
A study on the metacognitive strategy of undergraduates in French Reading Comprehension
Courses. This study is conducted to research students’ metacognitive strategy on a functional
level during the process of problem solving. French Language and Literature major students are
made to record a problem-solving process diary (Rubin, 2003) during their French Reading
Comprehension Courses for an entire semester and, afterwards, conduct a metacognitive test
(O’Neil, 1996). A functional level metacognitive strategy is defined as a problem solving
strategy or method of decision that enables efficient accomplishment of cognitive tasks and
assurance of its results. Ascertainment of the task, psychological symbolization of necessary
information, selection of appropriate strategies in solving the task, monitoring of the solving
process, and other cognitive processes are included in functional level metacognitive strategy.
(Soomi Kim, 1996) Conclusively, students demonstrated positive results in utilizing the four
sub-elements - cognitive strategy, planning, awareness, self-monitoring - (O’Neil, 1996) in
conducting their problem-solving comprehension assignments and amongst these elements,
exhibited increased utilization in self-monitoring - a process of examining and evaluating the
results and the cognitive process of the solution. However, the application of cognitive strategy
was comparatively lower compared to other sub-elements. Thus we could conclude that students
faced difficulty in utilizing and restructuring various approaches and strategies in face of
different reading comprehension questions regarding the text. To be thorough, the instructor gave
feedback regarding solution tools, processes, and methods on matters that students demonstrated
difficulty in within their diaries. However, it seemed that in order to strengthen the student’s
metacognitive strategies, it is most important to first provide specific, useful tools and strategical
training (linguistic, extralinguistic, and strategies to utilize various information) along with
particular feedbacks (individual feedback on difficulties that students face). In light of the result
that problem-solving process training in the French Reading Comprehension Course ha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utilization of metacognitive strategies, we could identify that the
learner’s metacognition and problem solving process are closely connected. In addition, we could
learn that such training may positively influence the student’s metacognitive capability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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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있어 유용한 전략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4차 산업 혁명 시대
의 도래를 앞둔 현 상황에서, 학습자가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도구를 활용하여 원하는 자료를
스스로 찾고, 더불어 이를 소화하여 텍스트를 읽는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내가 인식하고 있거나 잘 모르는 것을 스스로 파악하는 능력으로 자신의 인지활동을 알고, 능동
적으로 조절(Self-Regulation)하는 메타인지(신재한, 2016) 능력과도 맞닿아 있다. Baker와 Brown
(1984)도 외국어 읽기 과정에 있어 메타 인지 전략을 강조했는데, 이와 관련 하여 인지 수용 능

력의 한계로 인해 텍스트를 읽는 과정 동안 일어나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 처리 과정에 인지적
자원을 어떻게 할애하는 것이 텍스트 이해하기 위한 핵심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인지
적 수용 능력이 적절한 텍스트 독해 능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메타 인지 전략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제2외국어 학습 전
략의 일부인 메타 인지 전략은 여느 전략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가 사용하는 하나의
전략(Liu, 2010, p. 103)기도 하다4). 현재 다수의 연구자들은 학습자의 제2외국어 학습 전략을 확
인하기 위해 인터뷰, 설문지, 다이어리, 일기, 소리 내어 생각하기(Think aloud protocol)등의 방법
을 사용하고 있다(Chamot, 2004, p. 15). 다이어리와 일기는 제2외국어 학습 전략에 있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학습자가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했던 방법들과
해결책을 작성하는 것이다(Carson & Longhini, 2002). Rubin(2003)은 제2외국어 교육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과 전략을 스스로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메타 인지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
도록 다이어리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방식은 모든 언어 학습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논문에서는 이를 통해 학습자가 메타 인지 능력이 수행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어떠한 확인 과정이 없다. 사실, 현재 한국의 프랑스어 교육(FLE)에서 학습
자의 메타 인지 능력 및 전략 나아가 이와 관련된 학습 도구나 전략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
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한 학기동안 학부 과정의 프랑스어 독해 수업에서 Rubin(2003)의 다
이어리 방식을 활용하여, O’Neil & Abedi(1996)의 설문지를 실시 한 후, 문제 해결 학습을 통한
프랑스어 중급 학습자의 메타 인지 전략 활용도 및 메타 인지 능력 점진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메타 인지 전략
일반적으로 제2외국어 학습 전략 연구에 있어 주요 연구로는 인지전략, 사회 정의적 전략 그
리고 메타인지 전략으로 구분한 O’Malley와 Chamot의 분류와 이를 확대하여 인지 전략, 보상 전
략, 정의적 전략, 메타 인지 전략, 그리고 사회적 전략으로 구분한 Oxford의 분류를 들 수 있다
(한민주, 2003, p. 658). Oxford(1990, p. 20)는 메타인지전략을 간접적 전략의 하위 부류로 간주하
4) 메타인지는 문제해결력에 있어서 학습자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고, 가장 적절한 해결 전략을 택할 수
있게 하며,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을 점검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ntague, 1990; 신성균,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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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이를 학습에 집중하기, 학습 계획하기, 학습 평가하기로 분류하였다. Wenden(1998)과
O’Malley and Chamot(1990)는 Oxford(1990, p. 20)의 분류에서 모니터링을 첨가 하여, 메타 인지

전략을 과업 계획, 과업 모니터링, 과업 평가로 분류 했다. 즉, 계획을 통해서 과업을 알고 제어
하고, 모니터링은 과업의 이해한 것과 수행된 것을 확인하거나 수정하며, 과업 수행 후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더 나아가, O’Neil & Abedi(1996)은 전문가적인 시스템
(GATES)에 메타 인지 전략을 과업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행해지는 단계별 과정들과 연관시키어

자기 점검 질문(state self-monitoring questionnaire)을 개발하였는데, 계획(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문제를 이해), 모니터링 혹은 자기 점검(해결 과정 및 결과에 관한 점검 및 평가), 인지전략(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나 테크닉에 관한 다양한 사고), 인식(지속적인 생각의 과정을 인식)등
의 하위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 방
식의 다이어리 방식(Rubin, 2003)을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독해 과제에 있어 학습자의 문제 해결
과정과 메타 인지 전략과의 관계 나아가 학습자의 메타인지 전략의 활용도를 측정하고자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적으로 메타인지가 관여한다는 관점에서 개발된 O’Neil(1996)의 메타 인지 검사
도구(State Metacognitive Inventory)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III. 연구 방법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 과제에 기반 한 기능적 수준의 메타인지 전략5)을 주
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한 학기동안 수업에서 다룬 프랑스 사회문화 및 시사와 관련
된 9개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학습자6)들에게 텍스트 독해에 있어 어려웠던 부분과 이에 관한 문
제 해결 과정 및 해결책을 다이어리 형식7)으로 수업 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후 의사결정과
관계된 문제해결의 기능적인 기능과 관련된 O’Neil(1996)이 제시하는 메타 인지 검사 도구를 국
어로 번역한 20문항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기 말에 실시하였다. 아래 표 <1>,<2>,<3>,<4>에서
볼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학습자는 인지전략, 계획, 인식, 모니터링의 네 가지 메타 인지 하위
요소의 활용에 있어 긍정적인 반응(‘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응답 비율을 보면 인지 전
략(71%), 계획(84%), 모니터링(87%), 인식(85%))을 보였다. 하지만 문제가 의미하는 바와 중요한
문제를 찾아내며,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활용하여 이미 알고 있는 선지식과 문제를 연결시키는
과정을 통해 구체화 되는 인지 전략에 있어서는 다른 메타 인지 전략의 요인들(계획(16%), 모니
5) Flavell(1978)은 메타 지식을 과제 수행 절차와 결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관한 개인의 지식으로 간주하
였으며, 사람, 전략, 과제로 하위 요소를 범주화 하였다. 먼저 사람에 관한 지식은 개인의 내부적 특성, 개인 간의
특성, 개인이 지니고 있는 인지나 심리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으로 분류된다. 과제에 관한 지식은 과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정보처리 과정과 방법에 관한 지식이다. 또한 전략에 관한 지식은 무엇이 과제 수행 전략이며, 가장 효과
적인 전략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지식이다. 이러한 과제와 전략에 대한 지식은 기능적 수준의 메타인지와 관련된
다. 기능적 수준의 메타인지는 인지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수행 결과에 관해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수행되
는 전략 혹은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해결 기능이다. 과제 규명, 필요한 정보와 관련된 정신적 표상, 과제 해결을 위
한 적합한 전략 선택, 해결과정에 있어서의 모니터링 등이 이에 해당된다(김수미, 1996).
6) 초기의 설문조사를 통해 프랑스어 능력 수준을 조사하였는데, 총 34명의 학습자 중 7명이 A2, 23명이 B1, 3명이
B2, 1명이 C1으로 주로 B1 수준의 프랑스어 중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이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
기 초에는 A2부터 시작하여 B2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높여 나갔다.
7) 텍스트 독해에 있어 어려웠던 부분만을 발췌하여 이에 관한 문제 해결 과정 및 해결책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다이
어리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진솔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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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12%), 인식(15%))에 비해 ‘조금 그렇다’의 응답률(29%)이 더 높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
른 메타 인지 요소에 비해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인지 전략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알 수 있
었다. 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합한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모니터링 요소에 있어서는 다른 요소들 보다 ‘매우 그렇다’의 응답률(32%)이
높았으며,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응답률(87%)도 조금 더 높았다.
< 표 1> 인지 전략
인지전략
(문항 번호)
3
7
11
15
19
총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
0
0
0
0
0

9(26%)
8(24%)
11(32%)
11(32%)
10(29%)
49(29%)

20(59%)
22(65%)
19(56%)
17(50%)
18(53%)
96(56%)

5(15%)
4(12%)
4(12%)
6(18%)
6(18%)
25(15%)

<표 2> 계획
인지전략
(문항 번호)
4
8
12
16
20
총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
0
0
0
0
0

7(21%)
6(18%)
4(12%)
6(18%)
4(12%)
27(16%)

23(68%)
22(65%)
24(71%)
24(71%)
23(68%)
116(68%)

4(12%)
6(18%)
6(18%)
4(12%)
7(21%)
27(16%)

<표 3> 모니터링
인지전략
(문항 번호)
2
6
10
14
18
총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
0
0
0
0
0

3(9%)
3(9%)
5(15%)
6(18%)
4(12%)
21(12%)

21(62%)
20(59%)
18(53%)
18(53%)
17(50%)
94(55%)

10(29%)
11(32%)
11(32%)
10(29%)
13(38%)
55(32%)

<표 4> 인식
인지전략
(문항 번호)
1
5
9
13
17
총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
0
0
0
0
0

3(9%)
6(18%)
7(21%)
6(18%)
4(12%)
26(15%)

27(79%)
21(62%)
22(65%)
22(65%)
25(74%)
117(69%)

4(12%)
7(21%)
5(15%)
6(18%)
5(15%)
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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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고에서는 한 학기 동안 불어불문학과에서 개설된 프랑스어 독해 전공 수업에서 학습자에게
문제 해결 과정 다이어리(Rubin, 2003) 방식의 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O’Neil & Abedi(1996)의
메타 인지 검사지를 실시하여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능적 수준의 메타인지 전략을 알아
보았다. 결론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 방식의 독해 과제에 있어 학습자는 인지전략, 계획, 인식,
모니터링의 네 가지 하위 요소의 메타 인지 전략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평균 사용율을 살펴보면, 문제 해결 과정 및 결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모니터링
전략의 활용도가 조금 더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인지 전략의 활용도는 다른 요소에 비해 다소
낮았는데, 이를 통해 실제 학습자가 텍스트 독해의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여 다양한 방법과 전략
을 활용하고 재조직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교수자
는 수업 동안 학습자들의 다이어리를 토대로, 학습자가 어려워했던 점들에 관한 해결 도구와 과
정 및 해결책을 피드백으로 부여하였지만, 학습자의 인지 전략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용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언어적, 언어외적 다양한 정보 자료의 활용)의
훈련 및 구체적인 피드백(학습자의 어려운 점에 관한 개별적 피드백 부여)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어 독해 수업에서 문제 해결 과정 학습이 메타인지 전
략 활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에 비추어, 학습자의 문제 해결 과정과 기능적
수준의 메타인지는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이러한 학습이 학습자의
메타 인지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학습자의 메타인지 능력 점진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연구
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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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의 프랑스어 교육
-디지털 교육 장치를 통한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윤현
(한남대학교)
Hyeon YUN (Hannam University). French as a Foreign Language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Suggestions for dynamic learners’ interaction through digital educational devices
How can teachers effectively utilize digital teaching and learning devices for learners’ interactions
for ‘communication’, the ultimate goal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The educational devices for
activating the interactions among foreign language learners should not only serve as an assistant for
active, voluntary and autonomous learning, but also as a problem-solver for teaching and learning
obstacles in the face-to-face classroom setting.
This study aims to propose concrete directions to improve the linguistic interactions between learners
of French in Korea using digital environments. In addition, we also suggest ways to utilize educational
and technology devices for French pedagogy in order to promote positive learning effects.
For this purpose, we first examine the changes in French as a Foreign Language methodology in
relation to the perceptions of teacher and learner and the representative educational materials and
environments. We also show how the French teaching and learning environment has changed, based
on the educational paradigms over time. Then, we present examples of digital education devices and
their use in the learning and teaching fields. Finally, we will suggest several directions to strengthen
the interactions among learners of French as a Foreign Language. It corresponds to designing
educational devices based on the action-oriented approach, improving interactions with native speakers
through multimodality and change of teaching and learning space.
In this paper, we will try to apply the principles and thinking framework of teaching and learning
space conceptualized from the educational engineering field to French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in order to gain access to more diverse perspectives.

I. 서론
디지털 환경 내의 프랑스어 학습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정규과정보다 학습자들이 자율적
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 장치의 역할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외국어 학습
의 궁극적인 목표인 ‘소통’을 위한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에 이러한 장치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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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프랑스어 학습자들의 디지털 환경 내 프랑스
어 학습에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FLE
(Français Langue Etrangère) 교수법의 변천사를 교육 자료와 매체의 특징을 연관지어 나열한 후,
FLE 교수-학습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디지털 교육장치의 간

략한 사례를 들어 그 쓰임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FLE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강화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교육공학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 공간의 원리와
사고의 틀을 FLE 교수법에 적용시켜 그 활용 가능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FLE 방법론과 교육장치의 변화
1. FLE 교육과 매체의 시대별 발전 동향

각 시대별 FLE 방법론(Martinez, 1996; Cuq&Gruca, 2005)의 특징과 학습자에 대한 인식, 교육
자료, 매체 및 장치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다.
<표 1> FLE 교수법과 교육장치
방법론
La
méthodologie
grammaire
-traduction
(문법 번역식 교수법)
La méthodologie directe
(직접식 교수법)

특징

교수-학습자 위치

자료, 매체, 장치

단어와 문법학습 중심.
문학텍스트의 번역과 해석. 학
습자 모국어=교수매개어.

교수자와 교수방법.

코메니우스의 그림책.

듣기-말하기 중심.
이론적 설명 배제.
직접 외국어로 표현 유도.

교수 행위 중심.

Mauger, G. (1953). Cours de
langue et de civilisation
françaises. Paris : Hachette.

La méthode audio-orale
(청각 구두식 교수법)

듣기-말하기 중심.
즉각적인 질문-응답-반복.

La
méthodologie
audiovisuelle+SGAV (시청
각 교수법)

반복-확장 연습을 통한 자동적
인 의사소통 지향.
“소개-설명-반복-암기-수정-확
장-전환”의 구체적인 학습단계
제시.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
자의 (성공적인) 반응에
따른 교수자의 즉각 강
화.

ASTP
(Army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1942-1943). 어학학
습실.

학습자의 반복적인 반응
과 교수자의 즉각 강화로
언어행위가 이루어짐.

Le
français
(1970).

L’approche communicative
(의사소통 접근법)

개인 학습자 요구 분석.
발화 행위, 의사소통, 의미전달,
유창성.
대화 맥락의 중요성, 기능적 교
수-학습 요목 강조.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구체적으
로 부각시킴.

학습자 중심.

Un niveau seuil (1976) 제시.
드라마, 놀이, 역할극.
2000년대 초 온라인 학습의
등장.

Une perspective actionnelle
(행위중심관점)

전체성, 학습자 활동, 과제 수
행, 학습자 중심, 자기성찰.
학습자들의 자발적, 사회 정의
적, 인지적 역량 강화.

학습자는 사회적 행위 주
체.

유럽언어공통기준 (2001)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공개강의, 거꾸로학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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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damental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사소통 접근법의 출현과 더불어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이 강조되
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 자료와 매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인터넷과 첨단기술의 발전
으로 온라인과 면대면 학습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교육장치들이 제공되
고 있다.
2. FLE 교수 -학습 환경과 상호작용의 변화
<표1>에 나타난 FLE 교수법의 발전 동향을 교육 패러다임(백영균 외, 2012)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 표 2> 교육 패러다임과 FLE방법론의 접목
1. 전통적 교육패러다임과
FLE교수방법론

2. 현행 교육패러다임과
의사소통접근법

3. 미래 교육패러다임과 행위중심관점

<표2>의 1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 교육패러다임에서 교육의 중심은 교사이며, 학생은

교사가 이미 습득하여 정련된 교육적 지식과 경험들을 전달받는 위치에 있다. 문법-번역식 교수
법, 직접법, 청각 구두식 교수법 등 교사 중심의 방법론을 이에 직접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으며,
시청각 교수법은 대화암기와 확장연습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고려하여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기
계적일지라도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2번에서도 교사는 교수-학습의 중심에 위치하며, 교사의 정련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전통적 패러다임과 비교하여 볼 때 교육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더
욱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패러다임
과 구분된다. 의사소통접근법을 이 패러다임에 접목시켰을 때 교육구성원을 둘러싸고 있는 교수
-학습 환경을 추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번은 행위중심관점에서의 상호작용을 미래 교육패러다임에 적용한 형태이다. 인
공지능과 디지털 환경이 주축이 되는 사회체제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
로 전망한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움직임과도 일치한다. 교육은 교사
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주축으로 이루어지지만 주 경로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지식베이스이
다. 행위중심관점에서의 교육환경은 학습을 위해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닌 사회적 맥락의 교수-학
습 환경이 요구되고 있으며, 면대면 학습 상황과 온라인 학습 상황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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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FLE 디지털 교육장치 활용 사례
1. 거꾸로 학습 (classe inversée)

기존의 교육에서는 학교에서 교사가 이론을 설명하고, 방과 후에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혹은
(여건이 허락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나 다른 동료 학습자들의 도움을 받아 과제를 해결했다. 반면

거꾸로 학습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영상이나 수업 이론 자료들을 통한 학생 스스로의 선수학습이
이루어지고, 교사는 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을 교실에서 면대면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실질
적인 학습 과제 수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주(2017)는 실험을 통하여 프랑스어 거꾸로 학
습이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을 주며, 프랑스어를 어려워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학습
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하였다.
2. 온라인 공개강의 (Mooc/Clom: Massif online open course/cours en ligne ouvert et massif)

면대면 강의는 교수가 학생을 직접적으로 지도하여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장점
이 있으나, 교육콘텐츠의 범위가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온라인 강의는 콘텐츠가 풍
부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지만 교육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히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온라인
공개강의는 이러한 온라인과 면대면 강의의 강점을 살려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프랑스
에서는 온라인 공개강의 사이트인 funMooc (https://mooc-francophone.com) 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Cours de français langue étrangère와 낭
트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Paroles de FLE에서는 수준별로 나누어진 FLE 공개강의를 무료로 수강
할 수 있다.
이처럼 첨단 환경을 이용한 교육장치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맞춘 교육 방식의
변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교육방식은 아직 대부분 전통적 교육방식에 머무르고 있는 수
준이다 (Springer, 2015). 실제 적용 단계에 있어 그 장치들의 특수성을 간과한 단편적인 접근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방식의 변경 수준에 머물게 되는 현상 등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IV. FLE 학습자들의 상호작용 활성 방안
프랑스어를 비롯한 외국어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장치는 학습자의 능동
적, 자주적인 학습을 위한 바탕과 조력자의 역할 뿐 아니라, 면대면 학습환경의 문제점을 해결하
는 해결자의 역할도 겸비해야 할 것이다.
1. 행위중심관점에 입각한 교육장치 설계

행위중심관점(Persepective actionnelle) 기반의 교수법에서는 학습자를 사회적 행위자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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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동시에 ‘사회적 상호작용 (interaction sociale)’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자발적인 언어 활용
역량이 학습자 개인의 다양한 목표행위 수행을 취한 필연적 요소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학습맥
락과 사회적 맥락을 동시 기반으로 하여 대화 상대자들 간의 능동적인 시도로 상호작용이 이루
어지며, 사회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함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시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Develotte, 2010).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를 형
성하며 자주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교육 장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
다.
2. 다중양식의 디지털 교육장치를 통한 원어민과의 상호작용 유도

물리적 거리의 제한으로 인한 원어민과의 소통 부재, 현지 문화 접근에의 어려움, 직접적인 상
호작용이 가져오는 학습자의 심리적 문제 등 면대면 학습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한
대안으로 디지털 교육 장치를 통한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Foucher와 Yun(2016)
은 Facebook을 통해 프랑스 현지의 FLE 예비교사들과 국내 소재 대학 FLE A2 학습자들 간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험을 행했다. 이 실험을 통하여 이 교육 장치는 원어민과 학습
자를 친밀히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 장치의 사회 정의적
측면(aspects socio-affectifs)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체계적인 언어 구조 및 문법적 문제
등 학습내용에 관한 상호작용의 부재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Develotte, Guichon, Vincent (2010)이 제안한 다중양식(multimodalité)을 활용할 수 있겠다. 화상 강

의나 영상 채팅에서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시각적 움직임, 설명을 전달하는 음성과 문자의 복합
적인 사용은 학습과제 수행을 돕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
작용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다.
3. 교수 -학습 공간의 변화

교육학자들은 미래의 교육 환경에서 개인 휴대 단말기의 활용, 개인학습, 동기유발, 상호협력,
반성적 활동, 소집단 활동학습, 융통적 학습이 가능한 공간의 설치를 강조한다. 이에 능동학습교
실(classe d'apprentissage actif)을 제안할 수 있다. 능동학습교실은 적극적인 상호작용과 참여 유도,
아이디어 생산과 공유의 촉진, 골든존, 쉐도우존의 파괴로 학습 태도 개선, 지식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다.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학습자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독립적
으로 학습에 임하여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고,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전체 집단을 지식 전달과
교류의 수단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인지주의적 측면에서는 노마드(nomade) 학습에서 볼 수
있는 자기중심적 학습과 첨단 공간을 활용한 지식과 정보 공유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 효과
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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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초고속 통신망의 대중화로 물리적 거리에 따른 통신비용 부담이나 연결의 복잡성은 점차 교수
-학습 장애요소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는 Martinez(2012)가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첨단기술을 활

용하여 다양한 교육 장치를 개발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에 최적화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정규과정에 따른 교과 내용을 수행해야 하는 중등 프랑스어 교육이나 대학의 일부
교과과정에서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교육 장치를 활용한 상호작용의 증대라
는 것은 복잡한 공학적 장치를 사용할 줄 아는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수-학습
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교수자가 학습자의 자율성과 폭넓은 경험을 위해 이러
한 학습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현주. (2017). 플립러닝 프랑스어 수업의 효과 및 교육적 활용가능 사례. 프랑스문화연구, 34,
131-154.

백영균, (2012). 스마트시대의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학지사.
Develotte, C., Guichon, N. & Vincent, C. (2010). The use of the webcam for teaching a foreign
language in a desktop videoconferencing environment. ReCALL, 23(3), 293-312.
Foucher, A.-L. & Yun, H. (2016). Etre indigène numérique, utilisateur de Facebook et future
enseignant de FLE ou comment la scénarisation pédagogique chez les apprentis-enseignants inhibe
l'exploitation des fonctionalités des outils. RCAT (La revue canadienne de l'apprentissage et de la
techonologie), 42(4).
Martinez, P. (1996). La didactique des langues étrangère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Cuq, J.-P. & Gruca, I. (2005). Cours de didactiqu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et seconde. Grenoble:
Presses Universitaires de Grenoble.
Springer, C. (2015). Apprentissage des langues en ligne et humanités numériques: une mise en
équation. Colloque Humanités Numériques 2015: Identités, pratiques et théories, Montréal, aout 2015,
Montréal, Canada.

- 165 -

자동번역 시대의 번역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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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alters our fundamental assumptions about translation. There is no longer a single
source text but multiple texts that are rewritten over time. The texts produced by translators
are never final, but are intermediate texts that can be adapted at any time for different uses.
The conventional notion of translation competence based on linguistic ability therefore need
to change. Translation training, which has focused on linguistic proficiency also has to adapt
to the shifting translation environmen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ways to reduce this gap between translation practice and
translation training. The first section of the paper explores key issues raised in Translation
Studies in relation to technology, translation memory, machine translation, and other web
based applications that are revolutionizing the nature of translation. The second section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such technological developments to translator training and
introduces recent discussions about translation competence. Finally, several recommendations
are put forward on how to rethink translation teaching.

1. 오늘날 번역교육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

다. 전통적 방식으로 번역을 가르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대학원에서건 학부에서건, 번역
강의실의 풍경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달라졌다. 학생들은 온라인 사전, 구글 자동번역기, 플
리토(Flitto) 등 다양한 앱을 활용하여 교수자가 제시하는 텍스트를 손쉽게 번역해 낸다. 이렇게
얻어진 번역의 품질은 언어별로, 그리고 텍스트의 난이도 별로 천차만별이지만, 번역수업의 출발
점 자체가 예전과 달라졌음은 분명하다.
2. 불과 몇 년 사이에 진행된 이러한 변화 앞에서 번역 강의실의 교수자들은 당혹스럽다.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커뮤니케이션 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 속도를 전문가들조차 예
측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강단에 서서 번역을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다.
3. 이 모든 것이 자동번역 때문인가? 사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구글 자동번역이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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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되기 전에도 대학 내에서의 번역교육은 실무 현장의 변화를 효율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
번역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부족했고, 학부의 번역 강의실은 외국어 숙달 수
업이나 작문독해 수업과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근 들어 영어문학과를 중심으로 학
부에 통번역 수업이 다수 개설되었으나 번역 강의의 내용은 대체로 교수자의 전공, 역량, 수업의
규모, 강의실의 여건 등에 따라 편차가 컸다. 번역교육에 대한 학계의 담론은 강의실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으며, 강의실의 교수자들은 학계의 연구 성과를 강의실에 효율적으로 담아
내지 못했다.
4. 번역교육이 달라져야 하며, 특히 기술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그러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
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하다. 더구나 ‘전문직업인의 양성’이라는 비교적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
는 전문대학원과는 달리, 전적으로 직업교육만을 지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학부 번역교
육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다.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번역교육은, 단순한 직업
훈련(training)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전인적 교육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5.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부 번역교육’이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현실은 실제로는 극도로 복잡다

단하다. 때로는 학과 전체가 번역교육에 초점을 맞춘 경우(ex. 영어통번역학과)도 있고, 학과 내
에 여러 트랙 중 하나로 번역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ex. 번역전공 트랙), 혹은 학과
내에 한 두 개 정도의 번역과목이 개설된 경우도 있다. 영어문학과에서의 번역교육과 소위 제2
외국어 관련학과에서의 번역교육의 현실이 크게 다름은 물론이다 (이향 2016: 125-126). 따라서
학부 번역교육과 관련한 포괄적 논의들은 최종적으로는 언어별, 학과별 현실을 감안하여 조정되
어야 함은 당연하다.
6. 본고의 목적은 번역 강의실에서 당장 사용가능한 구체적 커리큘럼을 제시하거나 교수법을

설명하는 데에 있지 않다. 그보다는, 그러한 세부적 논의 개진에 앞서, 현재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번역 실무 환경의 몇 가지 측면들을 개괄하고, 이를 토대로 번역교육과 관련한 논의의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7.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에서 기술적 전환(Technological Turn)으로 명명한 오늘날의 기술발

전은 60-70년대의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 80-90년대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과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번역학 발전사에서 중대한 전기를 이룬 언어학적 전환이나 문화적 전환이 언어
학, 문학, 문화연구 등 다양한 인접학문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번역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면, 최근 기술적 전환은 소위 인접학문이 아닌 번역 실무 현장에서 촉발된 것이다.(Zhang &
Cai 2015: 429). 최근 들어 번역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

화는 번역의 속도와 품질 뿐 아니라 전통적 번역 개념 자체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8. 번역 테크놀로지(translation technology)의 발전은 번역 작업의 본질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번역 테크놀로지란 무엇인가? 저자별로 정의는 다르겠으나 대체로 번역메모리(TM:

- 167 -

Translation Memory), 자동번역(MT: Machine Translation), 인공지능(AI) 등 번역물의 생산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기술들 뿐 아니라, 참여번역, 비전문가 번역, 팬서빙 등 새로운 유형의
번역을 가능케 하는 각종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칭한다.
9. 실무 차원에서 볼 때, 이상의 변화가 함의하는 바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바로 번역의 자동

화와 번역의 무료화이다.
10. 번역의 자동화는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번역 업무를 부분적으로 자동화 시킨 번역메모

리(TM: Translation memory)는 이미 8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다. 기존의 번역텍스트를 메모리에 저
장해 놓고 전면일치(perfect match) 혹은 부분일치(fuzzy match)되는 문장이나 문단을 불러와서 재
사용하거나 편집하게 해주는 트라도스(Trados) 같은 번역메모리는 반복적인 번역 업무를 상당부
분 자동화시킴으로서 번역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번역메모리와 더불어 제공되는 용어집
(Glossary)과 터미놀로지(Terminology) 기능 역시 대규모 번역프로젝트에서의 용어의 일관성과 정

확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11. 그런데 오늘날 인구에 회자되는 자동번역(MT: Machine Translation), 특히 인공신경망 번역
(NMT: Neural Machine Translation)의 경우는 단순히 번역사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에 머무르

지 않는다. 특히, 2016년 11월 구글이 기존의 PBMT(Phrase-Based Machine Translation)에서
GNMT(Google’s Neural machine Translation System)으로의 전환을 표방한 이래, 자동번역의 품질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구글 코리아에 따르면 번역의 오류가 55-85% 감소). 인간의 개입이 거
의, 혹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자동번역의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한다.
12. 이러한 번역의 자동화와 더불어 진행되는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는 번역의 ‘무료화’이다.

앞서 언급한 구글 자동번역이 일반인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 이외에도, 과거에 전문가들
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던 수많은 통역이나 번역이 웹 기반 플랫폼 상에서 무료로 수행, 공유된
다. 한국의 유명 드라마가 팬들에 의해 거의 실시간으로 수십 개의 언어로 무료 번역
(fan-subbing)되기도 하고(예: ViKi), 유명인사의 강의를 포함한 다양한 컨텐츠가 돈이 아닌 재미
(fun)를 추구하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무료로 번역, 공유된다.(예: 세바시 열린번역 프로젝트,
TED 번역봉사). 통번역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

는다. 무료 번역프로젝트에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번역사들 중에는 전문 통번역사들도 많으
며, 비전문가들이 수행하는 통번역의 품질이 늘 나쁘지도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
이의 경계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분명하다. 국내에 통번역대학원이 처음 생긴 1979년 이래 30
여년에 걸쳐 수행되어 온 통번역의 전문직업화(professionalization)는 서서히 해체되고 있다.
13. 번역의 무료화나 자동화는 번역이 생산되는 방식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른 방

식으로 생산된 번역은 예전과 다른 속성과 자질을 지닌다. 번역된 결과물은 최종적인 것이 아닌
중간적, 임의적 텍스트이다. 실제로 이 텍스트들은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목적에 따라 편집, 수
정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된다. 따라서 번역텍스트는 주어진 기능을 수행할 정도의 완성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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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면 충분하다. 번역사의 작업의 상당부분은 이러한 잠정적 중간재를 생산하거나 편집하는 일
이 된다 (Biau Gil & Pym: 6).
14. 이렇듯 번역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번역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사실 번역 환경의 변화(Translation environment)를 실시간으로 강의실에 담아내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에 가까우며, 그것이 번역교육의 궁극적 목표도 아니다. 대학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이
루어지는 번역교육의 경우 더더욱 그렇다. 전문통번역사의 양성이 거의 대부분 사립 학원에 맡
겨져 있는 일본의 경우, 시장의 변화와 수요에 맞추어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리
를 추구하는 민간 기관이라면 생존을 위해 당연히 해야할 일이기도 하다. 반면 대학 안에서의
번역교육은 대학이라는 공간이 가진 제약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학원처럼 발 빠르게 커
리큘럼을 조정할 수도 없으며, 특정 번역 소프트웨어가 유행할 때마다 커리큘럼을 바꿀 수도 없
다. 커리큘럼의 지속성도 필요하고 단순한 직업교육 이상의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환경의 변화를 강의실에서 어느 정도 담아내려는 노력은 필요하고

도 불가피하다. 오늘날의 번역사들은 분명 20년 전의 번역사들과 다른 방식으로 작업한다. 이러
한 변화는 번역 작업의 속도 뿐 아니라 그 본질까지도 변화시키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번역
을 인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번역 강의실은 최소한 이러한 변화들을 이해하고 비
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번역교육에서 실제성(Authenticity) 구
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이유다. 실제 번역 현장의 복잡다단함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번역교육이 이루어져야만 전문 직업으로서의 번역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창의력, 비
판적 정신, 자율성, 책임감, 협력정신, 직업 정신 등 번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타 자질들을 개
발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다(Aguilar 2013: 12).
16. 번역교육에서 실제성 제고는 여러 층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내용적 차원에서, 문

학번역 등 특정 유형의 번역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오늘날 번역되고 있는 무한히 다양한 유형
의 텍스트들을 체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 설명서, 영상물, 게임, 광고, 소프트웨어 등 다
양한 유형의 컨텐츠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번역의 과정에서도 번역사들이 사용하는 TM, MT,
용어집 등을 실제로 활용하는 법을 익히고, 자동 번역된 텍스트를 감수, 편집하는 작업을 통해
자동번역의 장점과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
17. 또한 실제 번역이 수행되는 다양한 방식을 강의실 안에서 체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공

동 번역 플랫폼을 만들어서 용어집과 TM을 만들어 가며 작업을 수행하거나, 번역자, 감수자, 편
집자,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역할들을 나누어 수행해 보아야 할 것이다.
18. 번역 강의실에서 이상의 작업들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강의실의 하드웨어(컴퓨

터의 배치, 학생 수, 강의실 레이아웃)가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19. 동시에, 실제 번역현장과 번역 강의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개념적 고리인 ‘번역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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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적 논의를 통해 번역교육의 기본적 전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번역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번역능력의 전반적 제고를 포함할 수밖에 없으며, 번역능력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교육
과정의 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기술적 전환 속에서 번역능력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이 전
면적으로 재검토되는 이유도 바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번역능력과, 강의실에서 암묵적으로 전제
하는 번역능력간의 편차가 커지는 데에 있다.
20. 현재까지 학계에서의 번역능력(Translation competence) 논의는 주로 번역능력의 구성요소들

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번역능력의 핵심요소는 외국어능력(출발어의 이해능력, 도
착어 표현능력)으로 표현되는 언어능력,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자료조사 능력, 분야별 전문지식,
전달 능력 등의 하위 요소들이 언급되어 왔다. 저자별로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언어능력 혹은
외국어능력을 중심에 두고 그 외의 능력들을 열거하는 방식이었다.
21. 그런데 텍스트의 일차적 산출의 상당부분이 번역메모리와 자동번역에 의해 수행되는 오늘

날 번역능력의 핵심은 산출이 아닌 선별(selection)에 있다. 선별 능력이라 함은, 좁게는 다양한
단어들 중 어떤 단어를 최종 번역어로 선택할 것인가에서부터, 넓게는 적절한 자료들을 검색해
내고 그중 신뢰할 만한 자료를 선별해 내는 능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의사결정 과정
(decision making)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내는 능력이다(Pym 2013: 193)
22. 따라서 향후의 번역 수업은 번역텍스트를 생산해 내는 작업 뿐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번

역본들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과정에 할애되어야 한다. 자동 번역된 텍스트를 포스트에디팅
(Post-editing)하거나, 때로는 번역메모리에서 불러온 기존 번역문을 감수하거나 때로는 이미 번역

된 텍스트를 전혀 다른 용도로 새로 쓰는(rewriting) 작업 등을 번역 강의실 안에서 실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23. 동시에 자동번역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기술발전이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들, 특히 번역저작

권, 번역윤리, 번역능력, 비전문가 번역 등의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번역은
텍스트의 테두리를 넘어선 지 오래다. 번역교육도 그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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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5

인공지능과 독일어교육 I
(31309호)
Timeline

좌장: 조국현 (한국외대)

11:40 – 12:10 번역과 문화능력 (최경인, 한국외대)
13:30 – 13:55 Google Translate 시대의 외국어 교육 (홍문표, 성균관대)

토론
윤진희
(독일문화원)
최승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외국어 수업과 모국어 활용 - 독일어 초급단계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메타언어로서 모국어 활용방안 - (이도영, 한국외대)

김경
(중앙대)

독일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내용 분석 -2009 개정
14:30 – 14:55 교육과정에 따른 제2외국어 심화 과목을 중심으로- (이미영,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이미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경택
(목포대)

14:00 – 14:25

Timeline

좌장: 이시내 (서울대)

토론

15:10 – 15:35

주제별 자유대화 기반 외국어 교육용 대화시스템 (최승권, 한국전
자통신연구원)

정혜연
(한국외대)

Motivation and Language Learning Re-visited From
Daniel Schmutz
15:40 – 16:05 Motivation to Mindset (Dweck) and Grit (Duckworth)
(덕성여대)
(브로제 이리스(BROSE Iris), 홍익대)
16:10 – 16:35

칼스루헤 강의 번역기와 독어독문학 및 독일어교육
(김남희, 경북대)

정혜륜
(한국외대)

Maschine kann Eigennamen und Zahlen besser übersetzen
16:40 – 17:05 als Mensch? – Übersetzung von „Named Entities“ durch 홍문표 (성균관대)
GNMT (정혜연,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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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과 문화능력

최경인
(한국외국어대학교)
Choe, Kyoung 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ranslation and Cultural
Competence.
The translator is regarded as an expert who needs special training and must have certain
qualifications, which are then developed into certain competences. In translation studies many
studies on these translation competences have been carried out since they are necessary for
translation acts. Cultural competence seems to be a special ability,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translations and has not been precisely definable until now. What exactly does
cultural competence mean, what has to be learned in order to be able to achieve this
competence, how can this competence be developed within the education? It should also be
emphasized that cultural competence is precisely the competence that makes human translators
competitive with machine translation modules in the tim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translation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find an approach to the exploration of cultural
competence. A text with different cultural terms was translated by students. It was analyzed
to what extent the experiment participants perceived these terms as cultural-specific and how
they have translated them. On the basis of this experiment, refl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al competence in education can be defined

번역사가

전문적인

번역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번역능력(translatorische

Kompetenz)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Neubert 2000, PACTE 2005, Göpferich 2009,
EMT 2009). PACTE와 TransComp 프로젝트 팀에서는 번역능력, 번역능력 습득, 번역과정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며, EMT 프로젝트 팀은 유럽집행위 산하 번역운영국이 유럽연합 확대에 따
른 유럽연합 내 사용언어의 다양화를 일환으로 2007년에 구성한 것으로, 번역교육과정을 위한
유럽공동기준을 연구한다. 언어능력, 이해능력, 지식 등 번역을 하기 이전에 갖추어야 하는 능
력, 검색능력, 이전능력, 기술능력 등 번역과정에서 필요한 능력, 의뢰인과의 의사소통방법, 번역
사의 지위에 대한 인식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 능력과 같은 번역 실무와 관련된 부분이 번역능
력으로 언급된다.
번역사가 갖추어야 하는 이와 같은 번역능력 중에서도 범위의 설정, 측정, 교육이 어려운 문화
능력이 있다. 번역사가 문화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 정치, 경제, 역사 등 자국문화와
도착문화의 다양한 사회문화 영역에서 사용되는 어휘나 표현, 다양한 상황의 표현이나 행동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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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고 이를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뜻이다.(Witte 2000: 184) Kupsch-Losereit(2002)는 번역
사의 문화능력을 언어문화사용에 관한 지식, 의사소통과정 및 상황에 관한 지식, 텍스트에 관한
지식, 예상능력과 인지적 전략선택능력, 재구성능력 등으로 보면서 실제 번역상황에서 번역사는
문화능력의 하위능력 여러 개를 동시에 고려 및 발휘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렇듯 문화능력
은 문법수준이나 어휘력과는 달리 측정이 어려운 매우 복잡한 영역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문화
능력 정의에 대한 이론적 접근, 문화능력의 필요성, 번역과정에서 문화지식의 활용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고, 문화능력과 번역결과물의 상관관계나 문화능력 교육모델의 개발 등
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기계번역의 발전으로 우선적으로 사라질 직업군 목록에 통번역사가 상위에 랭크되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번역기 앱과 외국어 학습 앱의 개발로 인해 과연 앞
으로 번역사와 외국어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있으며, 이는
어쩌면 당연한 고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인간 번역사와 자동번역기의 번역 대
결1)에서 텍스트의 문맥, 문학적인 요소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정교하게 번역한 인간 번역사가
압도적인 승리를 얻었다. 결국 기계가 가질 수 없는 감성이라든가 인간 번역사의 경험이라든가
창의성 등, 기계번역의 득세에 맞설 수 있는 인간 번역사만의 능력은 앞으로 더욱 더 요구될 것
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번역사로 하여금 이러한 차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역량

가운데

하나가

바로

번역학에서

말하는

‘번역사의

문화능력’(translatorische

Kulturkompetenz)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문화능력과 번역결과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실험을 실시한다. 학부생 2-3학년에 배정된 번역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과 통번역대학
원 석사과정 수강생을 선정하여 문화적인 요소가 포함된 텍스트를 번역하도록 한다. 번역 실험
후 실험참가자의 문화지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화능력이 번역결과물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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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Translate 시대의 외국어 교육

홍문표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과/융합언어학 연계전공)
Towards a foreign language teaching in the era of Google Translate
2016년 3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패배를 예상하지 않았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

둑 대국에서 이세돌이 패배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인공지능기
술의 발전이 가져올 충격과 변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며 그 한계도 가늠하기 힘들어 보인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국만큼 세간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으나, 언어를 전공하고 가르치는
우리들이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는 이벤트가 올해 2월에 세종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번역가
협회의 주최로 국내외의 대표적인 기계번역 시스템과 인간 번역사간의 번역대결이 그 것이었다.
이 대결은 애초부터 인공지능에게는 공정하지 못한 시합이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번역의 대상
이 된 네 개의 지문을 번역하는데 기계번역시스템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인간 번역사들
에게는 50분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대결의 결과는 인간 번역사의 완승이었다. 기계
번역 시스템의 수준이 최근 급성장하였지만, 미세한 뉘앙스의 전달 등에 있어서는 전문 인간 번
역사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시합의 목적이 정확한 번역 보다는 오히려 대략적이더라도 신속한 번역을 요구하
는 상황이었더라면 판정결과는 조금 달라졌을 것 같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의 측면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가 그 성능에 감탄하고 있는 ‘Google Translate’나 Naver의
‘Papago’ 등과 같은 상용번역시스템에 사용되는 번역기법은 ‘인공신경망 번역 (NMT, Neural
Machine Translation)’이라는 방법론으로서, 이 방법론이 기계번역 분야에 소개된지 이제 고작 약
4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이 방법론에 기반한 상용제품이 출시된지 4년 밖에 안된 것이 아니

라, 이 방법론이 연구자들에게 소개된 지 고작 4년 정도 밖에 안됐다는 점이 충격적인 사실이다.
지난 수십년간 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유머의 소재로 전락했던 기계번역시스템과 통역시스템은
더 이상 무시하고 웃어 넘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직업과 삶의 양식에 큰 변화를 가
져올 수 있는 대상으로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본 발표는 이러한 기술적, 산업적 혁명의 시대에 외국어, 특히 제 2 외국어를 교육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한다. 우선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는 제 2외국어 교
육의 내용을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과의 커리큘럼을 예를 들어 살펴본다. 현재 외국어 교육의
내용은 대부분 의사소통능력과 이를 위한 문법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만을 받은 학
생들이 미래에 ‘Google Translate’ 등과 비교하여 어떠한 기능적 우위를 갖게될 지를 고민해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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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미래의 사회에서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교육적 내용은 무엇일지에 대해 생각해보
고자 한다. 특정 상황에서의 인간과 인간의 의사소통 (예를 들어 여행예약, 병원진료 대화 등),
인간과 기계의 의사소통같은 단순 의사소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Google Translate’ 등과 같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몫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
리는 언어(외국어)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발
표자가 지난 수년간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및 융합언어학 연계전공 학생들과 수업시간에
진행한 프로젝트의 내용을 일부 소개한다.
“언어는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문 (Language is a window into human nature)”이라

는 유명한 스티븐 핑커 (Steven Pinker)의 말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언어데이터들
은 그 데이터를 생산해낸 사람들, 즉, 대화의 발화자나 글의 저자들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창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창문 속으로 사람들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 보기 위해서는
좀 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언어처리기술과 관련된 도구들이
다. 본 발표에서는 기계학습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웨카(Weka)’와 코퍼스 언어학 분야에
서 널리 사용되는 ‘AntConc’를 활용하여 언어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 또는 생각을 읽어내는 방법
론을 소개한다.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장래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와 그 전
망에 대해 논의하면서 본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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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수업과 모국어 활용
-독일어 초급단계의 성인학습자를 위한 메타언어로서 모국어 활용방안-

이도영
(한국외국어대학교 )

Lee, Do Yo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utilization of native language: Application of the mother tongue as a meta-language for adults
in Beginner level German
The acquisition of mother tongue and foreign language learning are different, so they must
be different from the learning method. In addition, differentiation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methods according to age of learners should be considered. Also,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 tongue and the foreign language, the teaching method should
be changed.
Therefore, based on my experience in the field, I would like to propose a way to utilize
mother tongue as a meta - language in foreign language classes for adult learners at the
beginner level.
First, it can be used to help understand the grammar of the target language by using the
native language in the grammar explanation.
Second, in a communication situation with a clear intention, such as a conversation in a
restaurant, a conversation in a market, the user first talks the conversation expressions in the
mother tongue, and next, the target words corresponding thereto are indicated. It tells target
language expressions different from native language expressions. This is due to cultural
differences.
The proposed learning method is in line with the learner - centered teaching method.

I. 서론
외국어수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국어 교수법이 연구되고 지배
적인 교수법이 수업에 적용되어 왔다. 초창기의 외국어 수업은 문법-번역식 교수법으로 교수자
에 의해 주도된 수업방식이었다. 학습자들은 목표어로 된 문학작품을 읽고 그와 더불어 해당 언
어권의 문화를 이해하였다(강승혜 1999, 132-133). 그 후에 계속해서 직접교수법, 구청각교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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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교수법 등이 소개되어졌고, 외국어 수업은 점차로 네 가지 영역들을 함께 다루면서 가급
적이면 모국어를 배제하는 원어수업을 지향하게 되었다.
인터넷의 발전과 대중화를 통해 우리는 의사소통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바
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외국어 교수법도 의사소통
을 중심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으며, 1940-50년대에 형성된 ‘의식적-비교’교수법은 그 일환으로서
모국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직접적인 언어비교와 번역을 통해 분석-기술적이고 규범적인 외
국어수업을 지향하는 방식이다(Apelt 1991, 258). 그 외에도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외국
어 교수법들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교수법들이 연구되어져 왔다.
외국어 수업에 있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그라들지 않고 제기되는 문제가 수업에서 모국어
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둘러싼 딜레마이다. Stern은 한 외국어 교사의 말을 인용하여 이
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 즉 “이해를 돕자면 모국어를 쓰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지
만, 그래도 목표어를 가능한 많이 들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목표어로만 수업하는 것이 결국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Stern 1992, 287; 민향기 2002, 392에서 재인용). 위의 견해를 보면 모
국어를 사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외국어 수업의 효과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만, 목표어만
사용하였을 때 얻어지는 효과는 하나의 고정관념으로만 나타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언어교육과 관련하여 언어의 유형을 살피고, 언어교육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조건들인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학습, 학습 연령 및 모국어-외국어 관계를 비교·분석해 봄
으로써 우리의 외국어 학습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외국어 학습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법을 생각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모국어를 메타언어로 활용한 수업방안을 제안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어 수업에서의 모국어 사용 문제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하
고 보다 효율적인 외국어 수업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II. 언어교육에 따른 언어 유형 구분
언어교육과 관련하여 언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즉, 모국어, 제2언어 그리고 외국어이
다. Edmondson/House는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기호체계를 언어로 정의 내리고 이를 <표 1>
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Edmondson/House 2009, 10).
< 표 1> 언어 개념의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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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L1(모국어)과 L2(비모국어)의 구분 기준은 ‘자연’적으로 습득된 언어인가 아니면
‘인공’적으로 학습된 언어인가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개념이 ‘습

득’과 ‘학습’이다. 사전적 정의로 먼저 ‘습득’은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함”
이고, ‘학습’은 “「1」배워서 익힘. 「2」심리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의 변
화나 그 잠재력의 변화. 또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표준대국어사전)이다. 즉 모국어는 습득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지만, 비모국어는 학습을 통해 계속해서 배워서 익히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하겠다.
L2는 다시 외국어와 제2언어로 구분되는데, 학습자가 처한 문화 환경 속에서 L2의 역할 내지

기능을 구분기준으로 삼고 있다(Edmondson/House 2009,11). 제2언어는 예를 들어 독일에 이주하
거나 유학 간 외국인들이 독일에서 독일어를 배우는 경우이다. 또한 몇 가지 언어들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언어로, 예를 들면 말레이어, 영어, 중
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싱가폴에서 영어를 배우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즉, 강의실 밖에서도
그 언어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이다.
반면에 외국어란 일반적으로 보통 강의실에서 배우는 언어로서, 강의실 밖에 존재하는 일상에
서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언어(박이도 1996, 13f)를 뜻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습
득’과 ‘학습’을 제2언어와 외국어에는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일부 학자들
의 견해에 따르면 제2언어는 자연스런 습득과 학습이 함께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반면에 외국어
는

주로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Bausch/Königs

1983,

312-314).

Edmondson/House는 ‘습득’과 ‘학습’의 차이를 각각에 속해있는 특성들을 비교함으로써 구분하고

있다(Edmondson/House 2009, 12).
<표 2> 언어발달
습득(“Acquisition”)
자연스런 학습
암시적 학습
무의식적 학습

학습(“Learning”)
지도받는 학습
명시적 학습
의식적 학습

다시 말해 모국어는 자연스런 학습, 암시적 학습, 무의식적 학습을 통해 습득되어지고, 외국어
는 지도받는 학습, 명시적 학습, 의식적인 학습을 통해 학습되어진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모국
어와 외국어를 중심으로 언어교육의 효과와 관련한 조건으로서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
어보고자 한다.

III. 언어 교육의 효과와 관련한 조건들
1. ‘습득 ’과 ‘학습 ’

인간은 누구나 고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습득의 3대 요소를 갖고 태어난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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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은 바로 ‘언어습득장치’, ‘언어최소량’ 및 ‘원어교육’이다(박진길 2003, 20). ‘언어습득장
치’를 통해서 인간은 언어자료인 말/글을 체계적/문법적/분석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또한 이 장
치 덕분으로 우리는 모국어를 배울 때 문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언어는 대략적으로 400,000개
의 단어를 가지고 조합하여 무한한 말/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집합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서 우리는 극히 소량에 속하는 ‘언어최소량’을 경험/학습함으로써 전체 말/글 집합의 규칙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박진길 2003, 21-22). 나머지 요소는 해당 언어 한가지로만 일관하는 ‘원
어교육’이다. 언어습득의 3대 요소는 동등한 인간의 특권이므로, 언어습득에 있어서 인간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모국어와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인간의 내적인 요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에서 살펴 본 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외부
환경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 모국어는 일상에서 의사소통수단으로 사용하므로 필연적으로 습득
되어야 하는 언어이지만, 외국어는 강의실 밖으로 나가면 거의 사용할 일이 없으므로, 학습자의
의지에 따라 학습되는 언어인 것이다.
모국어의 ‘습득’은 인간의 내적 요소와 외부 환경을 통해 무의식적, 자연적, 맹목적으로 터득
하는 지식이며 형식적인 교육에 의존하지 않는다. 반면에 외국어의 ‘학습’은 단지 학습공간 안에
서 언어의 형식적인 지식과 함께 그 언어를 알고, 의시적 또는 의도적, 현시적으로 지식을 넓혀
가는 형식적 교육에 의존하게 된다(김성호 1998, 4-5).
학습과정에 있어서도 모국어 ‘습득’은 듣기부터 시작된다. 처음에 듣기만 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일정한 기간이 되면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후에 읽기 그리고 쓰기를 차례차례 익혀나간다.
그러나 외국어 ‘학습’은 수업을 통해 네 가지 영역인 읽기, 듣기, 말하기 및 쓰기를 함께 익힌다.
이와 같이 ‘습득’과 ‘학습’은 본질적으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습방법도 당연히 달라져
야 할 것이다.
2. 학습연령

언어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연령은 매우 중요하다. 3-7세의 어린이들은 주로 소리와 운율 습
득에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8-9세의 어린이들은 형태소 습득에 탁월하며, 9세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어휘와 문장의 구조습득에 유리하다고 한다(민향기 2002, 385). 또한 초등학교 고학
년과 중학교 저학년의 학습자들이 다른 연령대의 학습자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외국어 학습에 있
어서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인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생물학적인 이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사춘기가 되면 새로운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현저히 저하되고 모국어 능력은
완성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모국어를 통한 논리적이고 추론적인 사고 능력 및 사물과 사태에
대한 반성 능력이 확장된다(Berger/Luckmann1969, 139-148).
이때부터 외국어 학습에 다양하게 모국어의 간섭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어린아이들처럼 외국
어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를 학습하면서 내적으로는 모국어를 중간어로 앉혀
놓고 끊임없이 모국어로 사고하면서 외국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나타나며, 모국어로 도저히 외
국어에 대한 이해가 안될 때는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이 초급단계에 있는 성인
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한번은 독일어 원서 교재를 갖고 하는 수업에서 참고 자료로 독일어로
만 되어있는 프린트물을 나누어주었더니 몇몇 학생들은 두려움과 거부감을 분명하게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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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습자의 연령에 따른 외국어 학습 방법의 차별화가 숙고되어져야 할 것이다.
3. 모국어 -외국어 관계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모국어-외국어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 독일어 원서를 보면,
처음부터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바로 간단한 문장들로 시작한다. 이것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과 같이 <주어 + 동사 + 그 밖의 문장 성분>의 문장구조를 갖고 있는 모국어자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어나 일본어는 <주어 + 그 밖의 문장 성분 + 동사>의 문장구
조를 갖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학습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 밖에 사용하는 문자도 다르고,
많은 문법적 차이를 갖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문화에 따른 언어표현에 있
어서도 인접 국가와는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한국어와 독일어는 아주 먼 관계에 놓여 있
는데, 이런 여건 속에서 모국어를 배제하고 목표어로만 수업을 이끌어나간다면 학습자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고, 학습자는 외국어 학습에 대한 의욕마저 상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IV. 결론 : 외국어 수업에서 메타언어로서의 모국어 활용 제안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모국어 습득과 외국어 학습은 같은 방식으로 학습될 수 없으며,
학습자의 연령, 학습 단계 및 모국어-외국어의 관계에 따라 교수법이 달라져야 한다. 외국어 교
수법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이 이미 존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다. 다양한 연구 결과
들을 토대로 시대마다 대표적인 외국어 교수법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이제 고민해보
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대표적인 외국어 교수법이 우리나라의 학습여건에도 과연 적합성을 띠
는가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지금껏 여과없이 대표적인 외국어 교수법을 받아들여 주로 목표어로
만 하는 외국어 수업방식을 지향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습 성과에 있어
서 크게 달라졌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그동안의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초급단계에 있는 성인 학습자들을 위해 외국어
수업에서 모국어를 메타 언어로서 활용하는 수업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문법 설명에
있어서 모국어를 사용하여 목표어의 문법 이해를 돕는데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레스토랑에서의
대화, 시장에서의 대화 등 확실한 의도를 갖고 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먼저 모국어로 이러한
대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 표현들을 말하게 하고, 다음으로 이에 상응하는 목표어를 제
시하고, 또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모국어 표현과는 다른 목표어 표현들을 알려준다.
최근에는 외국어 교수법이 교수자 중심의 교수법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힘이 실어지고 있는데, 위에 제안한 학습방안도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과 그 맥락
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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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내용 분석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제2외국어 심화 과목을 중심으로-

이미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I. 들어가는 말
*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가 동시에 진행되는 특징이 나타나는 현대사회에서

는 언어의 경계를 넘어 문화 간 소통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다양한 국가들이 직접 교류하는 다자
간 협력 사회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
* 글로벌 공동체의 형성과 글로벌 구성원으로서의 시민 개념이 등장함, 확장된 시민의 범위
*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 뿐 아니라 글로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이

요구됨(장의선 외, 2015: 3)
* 2012년 UN에서 발표한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에서

설정된 세 가지 목표
① 모든 어린이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
② 학습의 질 향상
③ 세계시민의식 함양
* 다카르 세계교육포럼(2000년) 이후 15년간 추진되었던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 2015 세계교육포럼1): 향후 15년의 교육 비전이 담긴 ‘인천선언문’ 채택, 이 선언문에 담긴
‘포스트-2015 교육 세부 목표2)’ 중 일곱 번 째에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제시되었고, 그 아래 세

계시민교육 포함
* 2015 세계교육포럼의 의제로서 세계시민교육의 의미(김효정, 2015: 44-45)
①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교육목표3)
② 그동안 인지 발달에 치중해 온 국내외 교육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며 인간의 존엄성 및 생

태계 회복을 위해서 도덕적, 윤리적 판단과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비인지적 학습에 대한 촉구
③ 타당성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함: 분쟁과 갈등, 기후변화, 빈곤, 이주, 불평등 등 전지구적

인 문제-범국가적 차원의 협력이 절실
* 포스트-2015 교육목표 일곱 개 중 여섯 개는 개인의 교육에 초점, 세계시민교육이 포함된 지

속가능발전교육에는 인류공동체, 지구공동체의 존립과 직결되어 있음

1) 2015년 5월 유네스코 회원국 정부 대표단을 비롯,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등의 인사 약 1500명이 참석.
2) 포스트-2015 교육 세부 목표는 무상 초,중등 교육/ 영유아 보육‧교육/ 생활 기술 훈련 및 교육, 고등교육/ 교육의 성
평등, 형평성/ 문맹‧수맹 퇴치 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이다.
3) 2015년 이전에도 세계시민성의 핵심 자질 및 글로벌 정체성에 대한 연구 등이 있었지만, 전 세계 교육 의제로서 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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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목적 및 의의
*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교수‧학습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이하
PISA)4)는 2018년에 지역과 글로벌 이슈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지식 및 이해, 타문화의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술, 글로벌 환경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로
구성된 글로벌 역량을 새로운 평가 영역으로 도입(홍수진/김천홍, 2017: 66)
* PISA 2018 글로벌 역량 평가는 내용측면에서 인간 존엄과 문화 상대성을 인정하는 가치 영

역을 바탕으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지식 및 이해, 기술, 태도로 평가 틀이 구성되어 있음, 컴퓨
터 기반의 선다형, 구성형 문항을 통해 실제 삶의 맥락에서 글로벌 역량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복합적인 수행 과제를 평가함(홍수진/김천홍, 2017: 65)
* 글로벌 역량 교육의 강화 필요성은 UN의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GEFI)”의 세 가지 목표

중 하나인 세계시민교육 함양으로 제시됨
* 분석에 사용된 교재의 주제들은 외국어 학습을 위한 주제 및 소재로서 세계시민교육이 전

세계 교육의 관심으로 떠오르기 그 이전부터 다루어진 주제이며, 외국어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
가 이미 다른 타문화권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
* UNESCO(2015)에서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학습 주제 세 가지 영역에 따라 교재의 주

제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학습 주제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 독일어를 학
습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갈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에 충분하며, 외국어 교수․학습
이 갖는 기능과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음
* 세계시민의식을 갖고 세계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한 방법으로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함

III. 연구 내용
* 전 세계 교육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개념을 정리 해 보기 위해 세계시

민의식의 핵심 자질, 글로벌 정체성에 대한 강조, 글로벌 이슈에 대한 참여 등의 주제에 의한 분
류를 통해서 선행 연구를 분석함
* 국제기구 및 비정부 기구에서 제시하는 세계시민의식 및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개념을 정리

함
* UNESCO(2015)에서 제시한 세계시민교육 학습 주제 및 학습 목표를 준거 삼아, 인지영역,

사회‧정서 영역, 행동 영역의 세 영역으로 구분해서 제2외국어 6개 심화 과목을 주제와 텍스트
중심으로 분석함
*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 목표, 내용 체계를 중심으로 제2외국어 심화
4) PISA는 2000년 1주기 평가를 시작, 수학, 읽기, 과학 소양을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음. 2012년에는 문제해결력,
2015년에는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새로운 평가 영역으로 추가하였음.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성취 수준 지표를 생성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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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인 ‘독일어 회화Ⅰ’ ‘독일어 회화Ⅱ’, ‘독일어 독해Ⅰ’, ‘독일어 독해Ⅱ’, ‘독일어 작문’, ‘독일
어권 문화’ 교과서에 나타난 세계시민교육 내용 요소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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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자유대화 기반 외국어 교육용 대화시스템

최승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Choi, Sung-Kwon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Dialogue-based
Foreign Language Tutoring System with Chat bot.
This paper aims to describe a dialogue-based foreign language tutoring system with chat bot.
This system allows free conversation outside the topic without limiting the learner’ flow of
conversation. The evaluation was conducted by 20 experimenters. The performance of the
dialogue-based foreign language tutoring system with chat was measured by the success rate
of the dialogue turn. The average success rate of English dialogue turn was 80.86% and the
success rate of dialogue turn for each topic was as follows: 1) ‘purchasing New York city
tour tickets’ was 71.86%, 2) ‘ordering food’ was 71.06%, 3) ‘talking about health habits’
was 85.41%, and 4) ‘thinking about future currency’ was 95.09%. In addition, English
grammar error correction was also measured. The accuracy and recall of grammar error
correction were 66.7% and 31.9% respectively.

I. 서론
대화 시스템에 외국어 교육 분야를 접목시켜 마치 원어민 교사로부터 외국어 회화 교육을 받
는 것과 유사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대화 시스템이 외국어 교육용 대화 시스템이라 할 수 있
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외국어 교육용 대화 시스템인 GenieTutor
를 개발하였다(Choi, et. al., 2016).
GenieTutor는 정해진 주제에 따라 질문하고 학습자와 문맥에 맞춰 대화하고 문법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GenieTutor는 시스템 주도형이며 학습자의 대화 흐름을 제한하고
주제를 벗어난 자유대화를 허용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6년
부터 2019년까지 학습자의 대화 흐름을 제한하지 않고 주제를 벗어난 자유대화를 허용하며 문법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외국어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권오욱 외, 2015) (이후
로 “GenieTutorPlus”라고 부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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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제별 자유대화
그림 1은 시스템과 학습자가 음식 주문이라는 주제별 자유대화를 한 예이다.
<그림 1> “음식주문 ” 주제별 자유대화 예제

그림 1에서 학습자의 발화 중에 2번째 라인은 주제와는 상관있지만 주제별 학습 코퍼스에 없
는 학습자의 자유 발화이며, 11번째 라인은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학습자의 자유 발화를 보여
준다.

III. 주제별 자유대화 처리 흐름도
GenieTutorPlus에서 학습자의 발화가 주제내 대화인지 주제외 대화인지, 또는 문법 오류가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주제별 자유대화의 대화 처리 흐름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2> 주제별 자유대화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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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발화를 하면 대화 시스템은 주제내 대화인지를 확인하고 주제내 대화가 아니면 챗봇
대화로 응대를 하고 그 후에 주제내 대화로 복귀한다. 주제 대화이면 차례대로 내용 적합, 문법
오류 검출, 오류 심각성을 처리한다. 문법 오류가 검출되면 그 오류 문장을 설명하면서 주제 문
맥에 맞는 응대를 한다.

IV. 실험
실험자 20명이 4개의 주제에 대해 GenieTutorPlus를 실험하였다.
❍ 실험방법: 주제별로 미션을 임의로 선택하고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자유롭게 대화 시스템과

영어로 대화
❍ 대화턴 성공률(%)=(시스템이 학습자 발화에 적합하게 응답한 수)/(학습자 총 발화 수) ×100
4개 주제의 대화턴 성공률은 평균 80.86%였으며, 주제를 벗어나는 자유 대화에 대한 챗봇 대

화 비율은 10.44%였으며, 챗봇 대화턴 성공률은 31.49%였다. 주제별 자유 대화에서 챗봇 대화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챗봇 대화턴 성공률이 낮은 이유는 주제의 대화 흐름에 아직도 챗봇
응답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4개의 주제에 대한 평가는 표 1과 같았다.
< 표 1> 주제별 자유대화 기반 영어 교육용 대화 시스템 평가
주제

대화턴 성공율 챗봇대화 비율

챗봇대화턴 성공률

뉴욕 시티투어 티켓 구매

71.86%

8.38%

50.00%

음식 주문

71.06%

9.56%

27.03%

건강 습관 대화

85.41%

13.30%

32.26%

미래화폐에 대한 생각

95.09%

10.53%

16.67%

통합

80.86%

10.44%

31.49%

위의 실험에서 나온 로그 데이터 중에서 500 문장을 임의로 추출하여 문법 교정 정확률과 재
현율을 측정하였다. 문법 교정 정확률과 재현율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 문법 교정 정확률= (시스템이 정확하게 교정한 단어 수/ 시스템이 문법 오류 교정을 시도

한 총 단어 수) x 100
❍ 문법 교정 재현율= (시스템이 정확하게 교정한 단어 수/ 평가 집합의 실제 문법 오류 총

단어 수) x100
영어 문법 오류 교정 성능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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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영어 문법 오류 교정 성능

영어 문법 오류 교정

정확률

재현율

66.7%

31.9%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가 대화 시스템과 주어진 주제를 벗어나 대화를 하더라도 끊기지 않고
외국어 학습을 계속하도록 도와 주고 다시 주제로 복귀시켜 외국어 학습을 도와주는 주제별 자
유대화 기반 외국어 교육 시스템을 기술하였다. 이 외국어 교육 시스템의 성능은 대화턴 성공률
로 측정 되었는데, 영어의 평균 대화턴 성공률은 80.86%였다. 외국어 문법 오류 교정과 관련하
여 영어 문법 오류 정확률은 66.7%, 재현율은 31.9%였다. 향후에 본 연구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지식 베이스(Dingli & Scerri, 2013)로 하는 것을 고려중에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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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ation and Language Learning Re-visited
From Motivation to Mindset (Dweck) and Grit

브로제 이리스 (BROSE Iris)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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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스루헤 강의 번역기와 독어독문학 및 독일어교육

김남희
(경북대학교)
KIM, Nam Hui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Karlsruhe Lecture Translator and the
Studies of Foreign Languages and Literature – in particular German - at Korean Universities
In this presentation, we will examine what kind of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foreign languages in Korean universities are in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ith

the

advancement

of

the

Internet,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development of automatic translation or machine translation has been rapidly proceeding.
Since End of 2016, Google is offering a new Google translation service (N.Y Times 2016,
Google 2017). Terms used for living beings like intelligence or neural networks seem to be
no longer odd used for computer related technologie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or computer
neural networks. In some near future, we will be able to use foreign languag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programs or systems without being disturbed by the fact that there are machine
or system is working on them. If so, some questions might be raised: Would these
technological developments affect the teaching and the curricular of foreign language and
literature studies and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If so, how huge would be the dimensions
of those influences? Reflection on possible implications could be of particular importance
regarding to foreign language faculties in future. In this context, this study first introduces
the ongoing lecture translator project in Karlsruhe (Germany) as an example of current
technology development of machin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I would like to think about
the implications of the development of these technologies in the future of foreign language
studies -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studies general foreign language teaching in the next
chapter. Prior to that, a short review of the development and changes of the foreign language
curricula will be given.

I. 들어가며: 외국어문학 – 독어독문학의 발전양상
이 발표에서는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적 발전이 한국 대학에서의 외국어학의 발전방향에 어떠한
함의를 가질 수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과 정보통신 및 소통기술의 발전 및 인공지능
의 발전으로 자동번역 또는 기계번역에 대한 발전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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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말 진일보한 구글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Y Times 2016, Google 2017). 머지 않

아, 우리는 기계 또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로, 외국어 번역 및 통
역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기
술적 발전 양상이 오늘날 국내의 외국어학과의 교육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그
영향의 규모와 폭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인공지능 또는 컴퓨터 신경망이라는 표현들이 더 이상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오는 표현이 아닌 오늘날, 이러한 고민은 외국어학 미래의 전망과 계획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독일 칼스루헤 공과대학에
서 진행 중인 강의 번역기 프로젝트를 현재 기계 통번역 기술개발의 예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
러한 기술의 발전이 대학에서의 외국어학 – 독어독문학 – 또는 일반 외국어학의 미래에 어떠
한 함의를 가지는 지에 대해 그 다음장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먼저, 지금까
지 국내 외국어학 교과과정이 어떠한 양상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II. 칼스루헤 공대 강의 번역기 (The KIT Lecture Translator)
이 장에서는 독일 칼스루헤 공과대학에서 개발한 강의 번역기를 살펴본다.
1. 구성

독일어 강의는 마이크를 통해 서버에 전달되고, 자동 음성 인식(automatic speech recognition,
ARS)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어로 전사된다. 동시에 자동인식된 텍스트는 기계번역기(Machine
Translation)시스템을 통해 번역이 되고, 수강생들은 전사 및 번역 텍스트를 칼스루헤 공대 서비

스 제공 페이지에 등록하여, 노트북, 태블릿 등을 통해 읽을 수 있다. 번역된 내용은 텍스트 음
성합성(Text to Speech, TTS)를 통해서 청취서비스도 제공된다.
< 그림1> 동시강의번역시스템 (강의 통역기 ) 도식 (Cho et al. 2013, 4)

강의는 사전 원고없이 구어를 기반으로 이루어 지므로, 문자 텍스트와 달리 원고 없는 구어의
특성상 비문, 시작한 발화의 중간 수정, 채우기 단어나 소리, 휴지기, 반복 또는 생략, 문장의 마
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문장의 시작과 끝의 경계가 애매하는 등의 다양한 현상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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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et al. 2014, 2-3). 이는 정해진 문법규칙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기계번역의 번역결과물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강의 코퍼스 비연속적 산입에 표 1과 같이 주석처리를 한다. 주석 처리는 프로
그램이 아닌 사람이 주석처리를 하고, 개발자들의 목표는 비연속 주석 처리 등을 자동으로 가능
케 하는 것이다.
< 표 1> 비연속 주석처리 예시 (Cho et al. 2014, 3)

2. 실제 적용 예시

예 1: 알렉스 바이블 교수(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Institute for Anthropomatics,
Interactive Systems Labs)

주제: 동시번역기 소개
https://www.youtube.com/watch?v=x5lL0wpr-88&list=PL855F7B62198FF0C9 (2012년 6월 14일)

예 2: 뤼디거 딜만 교수 (Karlsruher Institut für Technologie (KIT), Fakultät für Informatik, Institut
für Anthropomatik)

주제: 로봇은 점차 인간을 닮아갈 것인가?
https://www.youtube.com/watch?v=T7L7KWqlSiw&index=6&list=PL855F7B62198FF0C9 (2012년 6월
27일)
3. 칼스루헤 공과대학 강의 번역기 평가

실제 사용자(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이 강의 번역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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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나가며: 외국어학 – 독어독문학 및 독일어교육의 발전 방향?
우리나라에서 외국어학 교과과정이 어떠한 양상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자. 특히,
독어독문학의 설정한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고(내적 발전 동인), 사회발전 및 요청에 어떠한 방식
으로 대응 및 반응하며 발전해 왔는지(외적 발전 동인)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의 독
어독문학의 역사 및 반전관련 선행연구(이광숙 2001, 신형욱 2006)등을 통해 자세히 다루어 질
것이다.
1. 1898년 독어학교 설립 이후
2. 1946 최초 독어독문과 설립 이후
3. 1990년대 중반 (5.31 교육개혁) 이후
4. 2017년 오늘

언어 습득을 문학이나 어학 또는 독일체계의 접근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언어수
업이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언어습득 수업의 비중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그러나 직접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한 교과과정에 비중이 높아 지면서, 그러한 소통 능력의 배양
에 대한 수업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된 지
식을 적용하여 직접 산출을 높아, 교육의 즉물적 효과를 극대화화 하고자 하는 경향의 증가로,
대학에서 번역이나 통역 등과 같이 실질적 적용가능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강의도 증가하고 있
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통해 타언어 사용자와의 소통
이 용이하게 된다면, 소통에 중심을 둔 대학교육의 독일어문학 및 언어습득 수업에 미치는 파장
은 어떠할 것인가? 외국어문학, 독어독문학의 예를 들어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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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Eunah & Fügen, Christian & Herrmann, Teresa & Kilgour, Kevin & Mediani, Mohammed &
Mohr, Christian & Niehues, Jan & Rottmann, Kay & Saam, Christian & Stüker, Sebast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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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chine kann Eigennamen und Zahlen besser übersetzen als Mensch?
– Übersetzung von „Named Entities“ durch GNMT

Chung, Hye-Ye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iese Studie beginnt mit der Frage: kann die GNMT-basierte Google Translate beim Übersetzen von
Zahlen und Eigennamen besser sein als Mensch? Diese Arbeit baut sich auf diese einfache Frage auf.
Rein intuitiv könnte man meinen, dass die Maschine hier tatsächlich den Menschen überlegen sind,
weil bei den Lexika dieser Art der Referent und der Ausdruck augenscheinlich im Verhältnis 1:1
stehen und man davon ausgeht, dass die Maschinen bei solchen Fällen präziser arbeiten.
In den Forschungsbereichen wie Verarbeitung natürlicher Sprachen oder maschinelle Übersetzung
werden Zahlen sowie Eigennamen als „Named Entity (NE)“ bezeichnet. In der vorliegenden Arbeit soll
deutlich gemacht werden, dass das Übersetzen von NEs nicht so einfach ist wie man vielleicht
vermutet. Sowohl Menschen als auch Maschinen haben dabei ihre eigenen Schwierigkeiten. Um diese
Annahme zu überprüfen, werden 60 anhand der von Google Translate übersetzten Texte bezüglich der
NEs analysiert und mit dem eines professionellen Übersetzers verglichen. Diese Studie dient in erster
Linie dem Zweck, GNMT-Übersetzungen (nicht nur Fehler) nach ihren Formen zu klassifizieren und
nach den Ursachen für diese Übersetzungsformen zu ergründen.
Der proportional schwerwiegendste Fehler war uneinheitliches Übersetzen von NEs. Die Quote lag
hier bei über 50%. Inkorrekte Zahlen/Buchstaben, Wortrennungsfehler traten bei knapp 10% aller NEs
auf. Diese Fehler waren zahlenmäßig geringer als der erste Fehlertyp, aber dafür am auffälligsten.
Weniger als 5% machten die Fehler wie Registerproblem, Verwechslung der deutschen und englischen
Aussprachen, Verwechslung von Fachgebieten etc. aus.
Nach diesem Modell von GNMT gehen die oben genannten Fehler auf grob fünf Ursachen zurück.:
Segmentierung, Trainingskorpora, Gedächtnis, Alignierung sowie Vollständigkeit. Erstens, GNMT
können AT in Phrasen, Wörtern und Morpheme etc. zu segmentieren, aber im Falle der NEs schien
die bevorzugte Segmentierungseinheit vor allem Morpheme zu sein und das war an einigen
Worttrennungsfehlern zu erkennen. Zweitens, das Problem des nicht lang währenden Gedächtnis (RNN
mit LSTM) führte zu Schwierigkeiten bei der Erfassung der Zusammenhänge und auch bei
uneinheitlichen Übersetzungen von NEs. Drittens, der Vergleich zwischen DEK und DK verriet, dass
die Übersetzungsformen der GNMT relativ deutliche Spuren von Trainingskorpora tragen. So wurden
die englischsprachigen Begriffe nach Konventionen der Englisch-Koreanisch-Übersetzung unübersetzt
oder neben den ZS-Entsprechungen in Klammern gesetzt. DK-Übersetzungen zeigten ihre Stärke vor
allem bei deutschsprachigen NEs. Viertens, entgegen der allgemeinen Erwartungen waren auch nicht

- 207 -

wenige Auslassungs sowie Alignierungsfehler entdeckt worden, das war besonders bei aufeinander
folgenden

NEs

der

Fall.

Solche

Fehler

sind

auf

Attention-Mechanimus der GNMT zurück.

- 208 -

den

noch

nicht

ganz

funktionsfähigen

Session 6

인공지능과 독일어 II / 인공지능과 스페인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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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통합강좌

현희
(숭실대학교)

1. 문제의 제기
이민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인간은 이동하
면서, 즉 집단 이동을 통해 일정한 사회나 다른 국가에 진입하여 생활해 왔다. 이는 오늘날의 상
황만은 아니며 민족 또는 국가가 형성되면서 시작된 유구한 인류사인 것이다.
문제는 소수의 이민자들의 유입이 기존의 사회 구성원과 차별과 경계 등으로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해 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피부색, 언어, 종교, 가치관 등 다름과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
로 소수집단이 다른 거대 기존집단 사이에서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전쟁을 유발하는 단초가 되
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집단학살의 대상이 되어왔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목도하여 왔다.
이처럼 한 국가에서 다문화 사회를 이루면서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는 오늘 우리만이 겪
고 있는 사회 현상은 아닌 것이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직면한 사회현상 즉,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면서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법적
장치를 구축하여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사회통합강좌를 개설하여 그 해결의 열쇄를 찾고자 한다.

2. 독일에서 다문화 사회 형성과 대책
독일 연방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독일 총인구는 약 8,220 만 명이며, 그 중에서 이주배
경을 가진 구성원은 약 1,860 만 명에 달하고 있다.1)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주 1세대 및 2세대
의 인구 분포는 현재 독일 총 인구의 22.5%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1945년부터 1959년 사이에 120 만 명이 유입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동유럽에 산재
되어 있던 구독일계 귀환자 등이 이에 속하였다.2) 그 후 1950년 중반부터 경제발전에 따른 부족
한 노동력의 보충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노동 이민자 소위 Gastarbeiter들이 다양한 국가들로부
터 대규모로 유입되었다. 이는 노동력 부족을 채우기 위한 일시적인 방책이었다. 그러나 독일 정
부의 정책과는 상이하게 이들 이민자들이 독일 내에 계속 체류하고 심지어 가족을 동반하게 되
었고, 2세들의 등장으로 독일 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대되면서 사회문제로 크
게 대두었다. 특히 이들 이민자 등은 오랜 시간 독일 사회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독일 정부가
이들을 위한 독일 사회 적응을 위한 융합 또는 통합정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3)
1) https://www.destatis.de/DE/ZahlenFakten/GesellschaftStaat/Bevoelkerung/Bevoelkerungsstand/Bevoelkerungsstand.html
2) Lilja Geist (2009): Integrationskurse fur Migranten als Unterstützung von Integrationsprozess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iplomarbeit,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Hochschule Neubrandenburg
3) Glaubitz, Nicole (2013): Kritische Analyse der Arbeitsmigration nach Deutschland aus europäischen Krisenregionen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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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외국인 이주자를 위하여 시도된 사회통합 정책들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
면서 그 결과 2010년 독일의 다문화 정책이 완전 실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시기를 전후
로 새로운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및 법률을 재정비하였다.4)

3. 사회통합강좌를 위한 전개
(1) 사회통합강좌의 법적 근거 정비

이민법, 국적법 등을 새로 정비하여 이민자들의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의 합법적 인 근거를 제
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쉬뢰더 전 총리가 독일은 이민국가라는 것을 천명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사람들과 독일인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합법적으로 독일 사회의 구성원으
로 인정됨으로써, 이를 위한 융합대책의 틀을 제시하게 되었다.5)
(2) 독일어 강좌와 사회적응 오리엔테이션 과정
2000년대에 들어와서 시도된 독일의 사회통합강좌는 2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6) 먼저 이

민자가 독일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독일어 능력을 습득하는 지원 프로
그램과 독일의 법질서, 역사 그리고 문화전달을 통하여 독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 습득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능력별, 단계별로 실행하고 있다.7)

4. 연구의 특색과 목적
본 발표는 독일의 사회통합강좌, 특히 독일어 교육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사회통합강좌의 특
징과 절차 등을 개관하고, 커리큘럼에 집중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때 사회통
합강좌를 진행하는 교수자의 자격 요건과 교수자가 현장에서 체험한 내용을 사례로 제시하여 문
제점을 밝히려고 한다. 아울러 사회통합강좌를 담당하는 교수자의 지위 및 활동 범위 등도 검토
한다. 한편, 사회통합강좌를 위한 지금까지의 법적 장치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독일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
가? 라는 문제제기를 통해서 이민자 및 이주자를 위한 사회통합강좌의 목표가 현재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제3자의 관점에서 관찰하려고 한다.

Beispiel Spanien. Bachelorarbeit. Hochschule für Wirtschaft und Recht Berlin
4)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integration-merkel-erklaert-multikulti-fuer-gescheitert-a-723532.html
5) Hasenfratz, Kerstin (2009): Integrationskurse - Ein Beitrag zur Partipation von Migrantinnen und Migranten in
Deutschland?. Diplomarbeit, Diplomstudiengang Erziehungswissenschaft, Pädagogische Hochschule Freiburg, S. 27.
6) http://www.bamf.de/DE/Willkommen/DeutschLernen/deutschlernen-node.html 참조.
http://www.bpb.de/lernen/grafstat/projekt-integration/134717/m-05-13-was-ist-ein-integrationskurs 참조.
7) https://www.gesetze-im-internet.de/intv/__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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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행위지향적 독일어수업에서의
‘상호관계적 학습활동과 관련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연구

이정현
(한국외국어대학교)
Lee, Jung Hyu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search on the recognition of teachers
and learners about ‘social forms’ in communicative, action-oriented courses of German as a foreign
language.
Teaching is currently undergoing transformation. Cramming method of teaching where teachers
mainly lead and design courses and impart knowledge into learners in a one-way manner is over
now. Meanwhile, active and collaborative teaching and learning are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This kind of teaching motivates learners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learning,
encourages them to make decisions, creates opportunities for them to pursue their own interests.
Here, the role of teachers is reduced as facilitators whereas learners are more directly involved
in the learning process. Additionally, active and autonomous learning behavior is required more
than ever before. Unlike individual learning, learners engaging in collaborative learning capitalize
on one another’s resources by asking one another for information, evaluating one another’s ideas,
monitoring one another’s work, etc. In other words, learners complement each other by sharing
experiences and skills and create knowledge. This type of teaching and learning provides various
methodological approaches and strategies for teachers on the one hand, effective and flexible
learning skills for learners on the other hand. The Goethe-Institut, for instance, particularly promotes
a communicative, action-oriented approach to the teaching of German. It lays emphasis on
content-oriented, interactive learning rather than structure-oriented teaching and also diverse
interactive for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erefore to examine the recognition of teachers
and learners about various interactive classroom activities. It seeks to analyze how teachers decide
proper activity forms (‘social forms’), which factors are thereby considered, how learners think
of various activities, which forms are particularly preferred or not preferred by both sides and their
reasons.

I. 들어가는 말
수업 내 다양한 상호작용 가운데 하나인 학습자의 학습활동은 수업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학계는 물론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교수자의 학습자 학습활동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외국어수업에 있어
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는 교수자가 중심이 되어 수업을 이끌어가고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전통적인
주입식 수업보다 학습자가 수업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상호작용적 수업이 중요
해지고 있다. 상호작용적 수업에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기존의 총괄책임자 내지 감독관에서 학습자의 효율적
학습을 지원하는 보조자 내지 조언자로 대폭 축소되며, 반대로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학습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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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이제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지식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 교수자에게는 다양한 교수방법 가능성
을, 교육수요자인 학습자에게는 능동적, 효율적 학습방법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필자가 어학수업을 하고 있는 주한독일문화원의 경우는 의사소통·행위중심의 학습을 지향한다. 따라서 형
식보다는 내용중심의 수업을 우선시하고, 다양한 학습자 학습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적 수업을 강조한다. 또한,
최근에는 개인용 디바이스를 이용한 디지털수업도 선보이면서 이전보다 다양한 교수 및 학습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수업에서의 상호작용, 그 중에서도 학습자 학습활동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또 교육현장에서도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교수자나
다양한 형태의 학습활동을 통해 배우는 학습자가 체감하는 실제 학습활동의 효과는 어떠할까. 본 연구에서는
수업에서의 사회관계적 학습활동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특히, 교수자의 경우
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여 학습활동을 정하는지를, 학습자의 경우는 지금까지의(그것이 반드
시 외국어가 아니더라도) 학습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학습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평가가 어떠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수업 내 상호작용으로서의 ‘사회관계적 학습활동’
수업에서 상호작용이란, 그것이 학습자간이건 교수자와 학습자간이건 수업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사소통
과정을 의미한다. 이때, 상호작용중심의 학습활동, 이를테면 짝활동이나 그룹활동은 학습자 전원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학습자는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이미 습득한 지식을 활성화하고 재구성하
며, 자동화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거쳐, 이미 습득한 지식은 물론 새로이 습득한 지식을 장기적으로 기억하
고 저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습활동은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좋은 학습 분위기를 형성한다.
외국어수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가 목표언어로 상황에 맞게 의사소통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
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업 참여를 늘려 말할 기회, 말하는 분량, 즉 입력과 출력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회관계적 학습활동 Sozialform’이다. 이는 교수학적 개념으로, 수업에서
일어나는 학습자-학습자간, 학습자-교수자간의 모든 언어행위 유형과 관련이 있다. 다양한 학습활동 유형과
수업에서 이들 유형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학습자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높은 학습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모든 학습활동 유형은 저마다 특정
과제유형에 대해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 학습목표에 맞는 유형을 선택할 경우 그 과제를 통해 학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을 고루 바꿔가며 사용함으로써 학습자는 다양한 학습 유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수업이 단조로워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III. 분석 방법
1. 문제제기 및 분석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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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관계적 학습활동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다.
교수자의 관점:
• 학습활동 유형을 정할 때, 특별한 기준이나 특별히 고려하는 요소가 있는가
• 특별히 선호하는 유형과 선호하지 않는 유형이 있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학습자의 관점:
• 과거에 다양한 학습활동으로 수업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 자주 바뀌는 학습활동이 실제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가
• 가장 선호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은 어떤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다양한 학습활동을 활용할 때, 그 장단점은 무엇인가
• 학습활동과 관련하여 바라는 점이 있는가

본 연구는 주한독일문화원에서 수업하고 있는 교수자 7명과 현재 수강 중인 B1.1 단계 학습자
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수자들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문화원에서 수업한 경험이

있으며, 문화원 외 다른 기관(대학)에서 현재 수업 중이거나 과거에 수업했던 교수자도 포함되어
있다. 학습자의 연령은 주로 20~28세 사이이며, 7~8명은 이보다 조금 많았다. 설문조사 대상으로
B1.1 단계에 있는 학습자를 선정한 이유는, 높은 단계일수록 다양한 학습활동을 많이 접해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이 단계의 학습자들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간 문화
원 수업을 수강 중이었으며, 문화원에 오기 전 이와 같은 방식의 어학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는
학습자는 총 8명이었다. 무엇보다 직접적 경험을 토대로 사회관계적 학습활동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견해와 평가를 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회고적 연구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분석 결과 및 해석
1) ‘사회관계적 학습활동’에 관한 교수자의 인식

교수자는 학습활동 유형 선택 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수
자들 모두 학습목표와 과제유형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급의 전반적
인 분위기나 학습자의 성향은 상대적으로 덜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습자 개개인의
성향을 모두 고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급 분위기나 학습자 성향에
교수자가 일일이 맞추다 보면, 수업 자체가 학습자와 학급에 휘둘릴 위험이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학습자의 언어능력수준을 고려하는 것도 놓
쳐서는 안 되는 요소이다. 어학단계 역시 고려할 대상에 올랐다. 즉, 초급단계에서는 ‘간단한 대
화하기’, ‘묻고 답하기’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짝활동이나 반 전체를 돌아다니며 묻고
답하는 식의 학급전체수업이 잦은 반면, 고급단계로 올라갈수록 토론위주의 수업이 많아지기 때
문에 아무래도 준비단계에서는 개별학습, 전반적으로는 그룹활동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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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학습활동을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선호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 일치를 보였
다. 교수자는 그룹활동과 짝활동을 선호한 반면에, 개별학습은 선호하지 않았다. 교수자들은 실
제로 수업시간에 짝활동과 그룹활동을 자주 사용한다고 답했다. 짝활동과 그룹활동을 통해 학습
자는(좋든 싫든) 수업에 동참하게 될 뿐 아니라, 많은 발화 기회를 얻게 된다. 개별학습은 한 단
원이 끝나고 난 뒤 시험을 보거나 연습문제를 풀 때 잠깐씩 사용하곤 하는데, 개별학습은 보통
짝활동 내지는 그룹활동, 학급전체수업과 조합하여 사용한다. 즉, 개별학습으로 혼자 과제를 풀
고 난 뒤, 짝활동 내지 그룹활동을 통해 답을 서로 비교한 후 전체수업에서 다시 확인하는 단계
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하면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도 덜어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얼마마다 학
습활동 유형을 바꿔야 한다는 기준은 없으나, 교수자 대부분은 같은 학습활동 유형이 연이은 과
제에 연달아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답했으며, 교수자 1명은 한 시간 수업(45분)을 기준으
로 유형을 세 번 가량 바꾼다고 답했다. 이는 역동적인 수업 및 학습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다.
같은 학습활동은 자칫 수업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회관계적 학습활동’에 관한 학습자의 인식

설문에서는 전통적인 지식전달 수업에 익숙한 대다수의 학습자가 문화원에 와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접하면서 느끼는 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습활동과 관련한 개방형 질문과 학습
자 성향을 묻는 폐쇄형 질문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먼저, ‘자주 바뀌는 다양한 학습활동이 학습
에 도움이 되는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23명(98%)은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
며, 나머지 3명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학습자들은 다양한 학습활동
경험이 학습의 효율을 높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목표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업이 단조롭거나 딱딱하지 않고 유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미가 있고 집중도가 올라간다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방해가 되기도 한
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들 학습자는 다양한 학습활동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데 대해서는 부정
하지 않지만,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가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수업을 산만하거나 해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습효과의 성패가 결국은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교수
자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선호하는 학습활동과 선호하지 않는 학습활동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가장 선호하는 학습
활동으로는 그룹활동(13명)과 짝활동(10명)이, 선호하지 않는 학습활동으로는 개별학습(13명)과
학급전체수업(11명)이 뽑혔다. 교수자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자 집단에서도 그룹활동과 짝
활동은 선호되는 학습활동 유형으로 선정되었다. 학습자는 그 이유로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하
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발화 기회가 많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학급전체수업을 선호한다는 학습자도 5명에 이르는데, 학습내용이 더 잘 이해되고
집중이 잘 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에, 개별학습은 아무도 선호하지 않았다. 개별학습의 경우, 학
습자는 혼자의 힘으로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학습은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선
호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양한 학습형태에 대한 학습자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학습자들은 딱딱한
수동적인 학습보다 직접 참여하고 발화 기회가 많은 능동적인 학습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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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역량에 따라서, 동료 학습자에 따라서 학습의 질이 좌우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대로 계획
을 세우지 않을 경우, 시간이 지체되고 그럼으로써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산만해질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 학습활동을 가지고 다양한 것을 시도하다 보니 진도가 느리다는 점, 깊이 있는 학습
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배운 것을 제대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집중적 연습이 필
요한 문법, 쓰기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 등은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여러 단점
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배우고 가르쳐주면서 학습하는 상황을 오히려
즐기고, 학습효과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IV. 나가는 말
필자는 지금까지 학습자들을 가르치면서 다양한 학습활동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학습자의 성
향이나 학급 분위기를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그 외 많은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사
실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깨달았다. 때로는 습관처럼 별 생각 없이, 직관적으로 수업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원인을 학급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학습자의
성향, 학습 진도 등을 탓하곤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 결과는 필자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
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상호작용적 수업에서는 교수자가
아닌,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수업을 만들어간다. 설문조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
여 수업을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다. 교수자도 자신만의 틀에서 벗
어나 학습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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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논증 교육 방안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육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세라
(한국외국어대학교)
Sera Ku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oftware Tools for Teaching and Learning
Argumentatio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software tools that can be applied to the task of
teaching and learning argumentation. Despite considerable advances in the study of the
connections among argument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ducation, the lack of clarity
remain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software tools to help students learn argumentation. To
start, I describe in a relatively nontechnical manner the software tools for argumentation
currently being developed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n, I suggest ways to apply
such software tools in educational contexts to enable students to learn to argue more
systematically while evaluating argument diagrams by themselves and getting adaptive
feedback through software tools. Finally, I conclude by summarizing the ongoing effort to
develop software tools to support students in learning argumentation.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3D 프린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한 기
술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광범위
한 가능성을 지닌 소프트웨어가 있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소프트웨어가 다방면으로 사용되
어 창조적 혁신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일상이 풍요로워지며, 인간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 다양해진다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더욱 구체적인 교육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1)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미래사회에서 정교하게 소프트웨어의 처리 과정을 개발하여 표현하
고, 적절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소통하며, 여러 분야에 걸친 개념을 이해하고, 협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중요한 것을 식별하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은 결국 인간이 도맡아야 할 영역
이다. 즉, 비판적 사고를 토대로 한 자기주도 학습역량, 창조적 문제해결역량 및 소통기반 협력
역량은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이다
(이주호 2017: 160).

다시 말해,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간의 비판적 사고력, 즉 자신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전개
1)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2017년 8월 1일자 IT NEWS, http://www.itnews.or.kr/?p=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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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논리적 사고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논증 능력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시대이다. 인간이 사고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이론화해 온 논증
연구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인간의 추론 능력을 대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학제적
연구 대상으로 떠올랐으며, 무엇보다도 인공지능 시스템 연구의 기초 이론을 정립하는 데 큰 기
여를 해왔다. 인공지능분야에서는 수년 전부터 인간이 생각하는 과정을 표현한 논리학의 중요성
에 주목하였으며, 그에 따라 논증 이론을 소프트웨어 처리 과정에 대입하여 논증을 도식화하여
분석하거나, 반대논증을 예측하여 생성하거나, 정해진 기준에 따라 논증을 평가하는 등의 논증
기반 소프트웨어들이 다수 개발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시될 수 있는 교육의 한 방안으로 국내에서 아직
활발히 소개되지 않은 논증 관련 소프트웨어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교
육의 사례를 토대로 이 소프트웨어들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증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에는 인간의 지능을 지닌 인공 논증자(artificial arguer)를 생성
하는 문제에 주력하였다(Pollock(1995)).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인간의 논증 활동을 모방하는 소프
트웨어를 개발하기 보다는 논증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Argumentation Support Software)를 개발하
는 데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논증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는 1)소프트웨어를
통한 논증의 도식화(Argument diagramming in software), 2) 논증 도식 및 규칙의 적용(integration
of rules and argumentation schemes), 3) 논증 평가(argument evaluation)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

으로 개발되어 왔다. 논증을 도식화하는 소프트웨어에는 Rationale, Araucaria, ArguNet 등이 있으
며, 논증을 평가하는 기능에 주력한 소프트웨어로는 DefLog, ASPIC, Carneades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는 논증 교육적으로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학습
자는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논증을 도식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전개한 논증을 시각적으로 검토
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논리적 사고를 보다 객관적으로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회로 활
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논증 평가 소프트웨어의 활용은 현재까지 논증 교육의 제한점으로 지적되어 온
교수자의 한계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다 효과적인 논증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
가 제시한 논증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교수자의 역량 및 시간이 큰 역할을 차
지하며,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학습자가 자
신이 제시한 논증에 대해 소프트웨어의 차원에서 피드백이 받을 수 있다면, 학습자는 교수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자신의 논증을 검토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Scheuer et al 2009: 44).

요약하자면, 이 연구는 논증 관련 소프트웨어를 소개하고, 이 소프트웨어가 교육 현장에서 어
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II장에서는 논증 이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현황을 짚어보며, III장에서는 독일어 교육의 예시를 통해 이 소프트웨어의
논증 교육적 활용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서 IV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고,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외국어 교육에서 논증 관련 소프트웨어의 활용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추후 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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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쓰기 교육과 확장형 읽기

유은정
(한국외국어대학교)
You, Eun-J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panish Writing Education and
Extensive Rea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way to integrate the four language skills more
effectively in Spanish language education. To do this, I would like to investigate which
language skills are difficult for L2 learners of Spanish to perform and which language skills
they judge to be particularly eas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L2 learners of
Spanish, I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reading and writing. I argue that reading is not
a single skill but a mixture of language skills and skillful readers have high proficincy in
writing.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way to integrate reading and writing in
Spanish language education. I propose that the extensive reading has a positive effect on L2
learners’ writing performance.

I. 서론
현재 제2 외국어 교육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기능들을 서로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을 키우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본고에서는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을 통합하여 스페인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스페인어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네 가지 언어 기능에 대한 자기
평가와 인식을 조사하여 학습자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학
습자들이 특별히 쉽다고 판단하는 언어 기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학습자들의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읽기와 쓰기, 두 언어 기능이 갖고 있는 연관성을 기존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
고, 스페인어 교육에서 읽기와 쓰기를 연계한 통합교육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스페인어 L2학습자 조사
스페인어 전공생 5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학습자들이 수강하고 있는 전공 교과목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였다. 조사 대상은 1, 2학년 35명, 3, 4학년 24명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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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 내용은 문법, 작문(쓰기), 강독(읽기), 회화(말하기), 듣기(청취)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가
장 쉽다고 느끼는 과목과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말하기, 듣
기, 쓰기, 읽기의 네 가지 활동 가운데 학습자가 가장 잘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와 가장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각각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그림 1> 학습자 인식 (1)

< 그림 2> 학습자 인식 (2)

<그림 1>에서 학습자 59명 중, 29.4%(15명)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이 쉬운 과목으로 강독(읽기)

을 선택하였고 18.6%(11명)의 학습자들은 가장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가장 어려운 과목은
33.9%(20명)가 선택한 작문이고, 이 과목에 대해 쉽다고 느끼는 학습자는 10%(6명)에 불과했다.
<그림 1>에서 작문을 어렵게 느끼는 학습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스스로 가장 잘 하는 분야와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선택한 결과인 <그림 2>를 보면,
잘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읽기로 56%(33명)가 선택하였고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분야는 말하기
가 42.3%(25명), 쓰기가 27.1%(16명)로 조사되었다. 즉, 구어 중심 활동에서는 말하기, 문어 중심
활동에서는 쓰기 실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학습자 인식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강독 혹은 읽기에 대해 가장 쉬운 과목 그리고 자신이 잘 하는 분야로 인식하고 있
었다. 반면 동일한 문어 중심 활동에 해당하는 쓰기에 대해서는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이와 병행하여 <그림 2>에서 학습자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선택한 언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습자가 하는 노력이 있다면 이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듣기나 말하기를
선택한 학습자들 36명 중 16명이 해당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연습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쓰기를 선택한 16명 가운데에는 3명만이 노력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고 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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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쓰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
다. 스스로 쓰기를 학습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변한 3명의 학습자의 답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 1): 작문 관련 과목을 수강하면서 첨삭을 적극적으로 받는다.
학습자 2): 짧은 단문 쓰기 연습을 한다.
학습자 3): 시험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쓰기가 많은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언어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 스스로 쓰
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구제척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스스로 하고 있는 방법도 단순히
한국어 문장을 스페인어 문장으로 옮기는 번역 연습 정도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쓰기 능력 신장
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읽기와 쓰기
읽기와 쓰기가 상호 작용을 하며 언어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1980년대 이후 L1의 습
득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를 L2의 학습에도 적용하여 읽기와 쓰기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Grabe 2003, Plakans 2009).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
학자인 Krashen(1993, 2004)은 유일한 언어 습득의 방법으로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을 강조하였고, 읽기를 통해 좋은 독자(good reader)가 되는 것이 글을 잘 쓰고 적절한 어

휘를 사용하며 향상된 문법 능력을 갖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한다. 즉, 읽기의 숙달도가 쓰기
능력의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읽기와 쓰기의 연관성을 주장한 Ferris &
Hedgcock(1998)는 읽기는 다양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읽기를 통해 입력

된 정보는 쓰기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읽기와 쓰기가 매우 유사한 언어 활
동임을 논의한 Tierney & Shanahan(1991)과 Fitzgerald & Shanahan(2000)은 읽기와 쓰기의 두 언어
활동이 유사한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es)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
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L2학습에서 읽기와 쓰기를 함께 통합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쓰기를 읽기와 병행하는 것이 학습자
의 쓰기 능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며, 읽기의 숙달도가 높은 학습자가 쓰기 능력에서도 많은 전
략을 사용하고 쓰기의 구성 능력과 논리적 글쓰기에서 뛰어난 수행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

IV. 확장형 읽기와 쓰기
읽기와 쓰기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이 읽기를 많이
하면 자연적으로 쓰기 능력이 신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Carson(1990)은 읽기 능력
이 쓰기 능력으로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반드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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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한다. Hirvela(2004), Plakans(2009)는 학습자들이 내용 이해를 위해 텍스트를 읽을 때와 쓰기
를 하기 위해 텍스트를 읽을 때 사용하는 읽기의 전략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쓰기를
위한 읽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읽기 활동을 할 때는 텍스트로부터 정보를 골라내야 한다는 목
적을 가지고 읽게 되며 텍스트에서 사용된 단어나 문장 구조 등을 살펴서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쓰기 결과물을 개선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읽기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읽기 과정에서 입력
된 자료가 표출될 수 있는 과정, 즉 쓰기의 과제 수행으로 연계될 때 학습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읽고 관찰하면서 어떻게 써야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읽기 전략이 쓰
기 전략으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읽기와 쓰기, 두 기능의 연관성은
두 기능 중 어느 하나만을 연습한다고 다른 기능의 숙달도가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관계가 아니
라, 읽기와 쓰기가 서로 상호 영향을 주는 활동으로 연계될 때 두 기능의 숙달도가 높아지는 것
으로 통합교육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다.
스페인어 L2학습자들이 언어 기능들 가운데 읽기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쓰기보다 읽
기를 쉽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읽기를 통한 쓰기 교육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
한다. 실제로 스페인어 교육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읽기 활동에 치중하고 있지만 학
습자들의 쓰기 능력이 이에 비례하여 신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대부분의
읽기 활동이 집중형 읽기(intensive reading) 방식으로 진행되어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고 각 문장의 문법적 요소와 구조를 세분하여 개별 요소에 집중하여 목표어의 언어적 특
성에 초점을 맞춘다. 결국 문법 번역식 교수법(grammar translation method)에 따라 읽기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는 문법 수업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외국어 교
육의 목표로 두고 있는 최근의 제2 외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여전히 읽기 수업은 독해력을 키우
는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언어기능으로 연결되기 힘들다. 또한 대부분의 학습자
들은 자신이 읽고 있는 텍스트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쓰기의 자료가 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는 점도 읽기가 쓰기 능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에 언어 교육에서
읽기의 방식으로 집중형 읽기와 대별되는 확장형 읽기(extensive reading)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Day & Bamford 1998, Plakans 2009). 확장형 읽기는 즐거움을 위해 혹은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양의 글을 읽는 것으로, 읽기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를 사전을 통해 찾지 않고 텍스트를 전
체적으로 읽는 연습을 하면서 의미에 초점을 맞춘 입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확장형 읽
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읽기 자료의 선택이다. 많은 양의 이해 가능한 입력이 이루어질
때 결과적으로 언어 사용의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학습자가 텍스트에
서 이해할 수 없는 어휘와 문법 사항이 많아 사전을 찾고 문법을 따져야 한다면 이는 집중형 읽
기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에서는 읽기의 유창성이 가져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교수자가 수업에서 읽기의 자료를 선택함에 있어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알맞은 텍
스트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읽기를 통한 쓰기에서 언급하였듯이 읽기만으로 쓰기 능
력이 자동적으로 발달되는 것은 아니다. 쓰기 역시 연습이 필요하며 이를 읽기와 연계하는 다양
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 읽고 요약하기는 유용한 방법이다(Grabe 2001, 2003;
Cohen 1993). 또한 텍스트를 읽은 후 이를 요약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학습자들은 자신이 읽은

텍스트를 여러 번 반복해서 다시 보고 참조하게 된다. 따라서 쉬운 텍스트를 집중형 읽기로 번
역하고 끝내는 것과는 달리, 확장형 읽기를 통해 많은 글을 읽고 다시 살펴보면서 이를 요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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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읽기와 쓰기의 숙달도를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V. 결론
언어 기능 가운데 쓰기와 읽기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상호 영향을 주는 활동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스페인어 L2교육에서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자 하였다. L2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습자들은 읽기 활동에 대해 쉽다고 생각하고 자
신감을 갖고 있는 반면에, 쓰기 활동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고 쓰기 능력도 부족하다
고 판단하고 있었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읽기와 쓰기 능력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
으며 읽기 능력이 뛰어난 학습자가 쓰기에서도 더 높은 숙달도와 많은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스페인어 교육 현장에서 읽기는 한국어로의 번역 연습에 머물러 있
어 문법 교육의 일부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읽기 활동은 단순한 하나의 언어 기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여러 언어 기능이 합쳐진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쓰기 활동과 연계
하여 교육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확장형 읽기를 통한 쓰기 과제 수행을
교실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쓰기를 위해 읽기를 할 때 학습자
들은 보다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읽기와 쓰기 능력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육
자료의 선택이나 교수자의 자세 역시 이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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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스페인어 학습자의
학습 환경과 학습패턴 변화

김경희
(한국외국어대학교)
Kyunghee Ki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anges in the learning environment
and learning pattern of Spanish learner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language abilit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at have suddenly and recently
developed make us wondering if we have to keep learning and teaching foreign languages.
For Korean learners of Spanish, the Naver Spanish dictionary, Naver Papago translator,
Google translator, and a variety of video lectures are available. Currently, the quality of
translation is not very trustworthy in the case of complicated texts due to the relatively small
quantity of Korean-Spanish bilingual data that AI has to statistically analyze for its Deep
Learning. It will take more time to offer us better translations.
At any rate, we can take advantage of AI resources to improve our learning and teaching
methods. Learners are already using them actively. We no longer need to accumulate
enormous vocabularies and expressions in our brains. Educators have to pass down linguistic
knowledge using Al resources to learners and make learners solve applied problems by
combining their own knowledge with help pulled out from Al resources. Thus, it would be
highly desirable to make the best use of AI resources from the beginning of Spanish
learning.
In this work we consider Flipped Spanish learning and Community-based Spanish learning
methods. In Flipped Spanish learning, educators flip their classes by having learners do
classroom work at home using AI resources and homework in the classroom. Learners read
Spanish texts, watch supplemental videos, or solve additional problems before class, and do
interactive activities in Spanish with classmates in the classroom. In Community-based
Spanish learning, learners use the community of Spanish native speakers as a classroom.
Learners can be given more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native speakers either through AI
resources or through participation in real-life settings, by either researching the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of Spanish native speakers in Korea, or by volunteering at Spanish
or Latin American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are working to improve their communities in
some meaningful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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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공지능과 학습환경의 변화
인공지능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고, 바둑, 체스, 퀴즈 등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패배하는 영역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이제 인
공지능은 우리에게 경탄과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다.
인공지능의 언어 능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연스러운 음성 언어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반응한
다. 축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나 날씨와 같이 문맥이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서는 인공지능 기자들
이 기사를 직접 쓰고 있다. SBS의 ‘나리(NARe, News by Artificial intelligence Reporter)’는 서울대
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기자로 19대 대선 투·개표 현황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
성했다1). 삼성 갤럭시S8에는 인공지능 개인비서 ‘빅스비(Bixby)’가 탑재되어 있고 아이폰에는 ‘시
리(Siri)’가 탑재되어 있다.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 ‘에코(echo)’에는 ‘알렉사(Alexa)’, ‘구글 홈
(Google Home)’에는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가 탑재되어 있고, SK텔레콤의 ‘누구
(Nugu)’와 KT의 ‘기가지니(Giga Genie)’도 인공지능 스피커이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집안의 가전

제품을 제어해주는 스마트홈 기능, 음악 감상, 알람, 날씨 정보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교통정보,
길안내, 백과사전 검색, 라디오, 뉴스, 음식배달 주문 등도 수행할 수 있으며, ‘잘 자’, ‘사랑해’,
‘심심해’ 등의 감성적 대화도 나눌 수 있다.

인공지능의 외국어 능력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관심을 끈 분야가 번역이다. 2017년 2월 ‘인
간 대 인공지능의 번역대결’이 실시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인간 번역사의 번역 품질
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번역 대상 텍스트가 문맥과
정서를 바탕으로 한 문학과 시사를 다룬 것이 아니었으며, 한 번도 번역된 적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번역사는 50분의 시간을 다 소모하며 번역의 완성도를 높였지만, 인공지능 번
역기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결과를 산출해냈다2). 만약 원문이 여러 번 번역된 적이
있는 제품 사용 설명서 혹은 일기 예보와 같은 실용문이었더라면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왔을 것
이다. 실제 다국적 컴퓨터 생산업체인 델(Dell)은 2011년 이후 제품의 매뉴얼 및 각종 사용 설명
서 번역에 기계번역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시간과 비용을 각각 40퍼센트 줄이고 투자비용 대
비 900퍼센트의 효과를 거뒀다(구본권 2015, 61).
외국어 분야에 있어서도 더 이상 외국어를 몰라도 외국어를 사용하는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USB 크기의 조그만 한 오프라인 기기인 ‘일리 웨어러블 통역기
(Ili Waerable Translator)’는 한국어로 말하면 바로 영어나 중국어 혹은 일본어로 통역을 해주는

실시간 통역기이다3). 그런데 굳이 이런 별도의 고가 기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서 무료로 인공지능 통번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다. 구글의 번역기, 네이버의 파파고
(Papago), 마이크로소프트 스카이프(Skype)의 실시간 화상통역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 인

공지능 통번역 서비스로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다른 인공지능 제품과는 다르게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나 구동 운영체계의 종류도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 누구나 편리하
게 활용할 수 있다.

1) SBS 뉴스에서 인용(http://news.sbs.co.kr/news/reporterPage.do?reporterId=NARe&plink=REPOTER&cooper=SBSNEWSEND).
2) 한겨레 기사에서 인용(http://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83587.html).
3) 조선일보 기사에서 인용(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3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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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스페인어 학습 패턴의 변화
현재 국내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스페인어를 학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보조
도구들은 앞서 언급한 무료 서비스들인 구글과 네이버 그리고 스카이프 외에도 어학 학습 사이
트인 듀오 링고(Doulingo)가 있고 고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유튜브(Youtube)와 연동되는 원어민 교
수들의 무크(MOOC) 강의4) 등이 있다.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 스페인어 사전(http://spdic.naver.com/)은 스페인어 단어의 의미를 예문과
함께 한국어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단어를 입력해서 스페인어 단어를 찾을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서-서 사전과 동사활용표로의 링크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과 정확성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무료이면서 기존의 고가 인쇄 사전과 전자 사전의 기능을
월등히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스페인어 학습을 위한 독보적인 사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2016년 8월에서 네이버가 발표한 인공신경망 기반 파파고(Papago)의 통·번역은 단
어와 어휘 수가 많지 않은 단문의 경우에는 비교적 정확하게 스페인어로 통·번역되지만, 어휘
수가 많아 복잡한 경우에는 단문일지라도 어색한 스페인어로 번역이 되어서 초·중급 수준의 스
페인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오류 여부의 판단이 어려워 전체적으로 번역의 신뢰도가 아직 매우
낮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스페인어 번역문에서는 한국어 문장의 주어를 잘못 파
악하고 있고, 평서문을 명령문으로 번역하고 내용을 아주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반면, 영어 번
역문의 경우에는 ‘이해와 소통의 장’을 ‘a chapter of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이라고 번역
한 오류만이 발견된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어와 영어 간에는 대역 코퍼스(corpus) 데이터양이 많
지만 한국어와 스페인어 간에는 많지 않아 통계 기반 딥러닝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기 때문이
다.
(1) 네이버 번역의 예
a. 한국어 원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조화로운 다문

화 사회의 정착을 위해서 당국은 이해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정혜정 외
2013, 196).
b. 스페인어 번역: Cada vez que se habla de una familia multicultural, asegúrese de que los
estudiantes de diversas clases estén dispuestos a sentarse en la parte de atrás de la comunidad y la
comunicación mutua.
c. 영어 번역: Whenever you mention multi-cultural families, the teacher emphasizes that the
authorities should establish a chapter of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in order to foster a
harmonious multicultural society.

구글의 경우에는 2016년 11월 스스로 학습해 지식을 확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 신경망
기술이 적용된 번역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입력되는 문장을 통째로 읽어 번역한다. 구글에 따르
면 언어에 따라 58%(영어-중국어)에서 87%(영어-스페인어)의 오류가 줄었다5).
4) 김성조(2016)에서 구체적인 소개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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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동일한 예를 구글 번역기로 실행해 보면 (2)와 같은데, 한국어에서 스페인어로의 번역은

매우 부자연스러우면서 많은 오류가 관찰되지만,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번역은 매우 자연스러움
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영어에서 스페인어로의 번역이 한국어에서 스페인어로의 번역보다 훨
씬 우수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2) 구글 번역의 예
a. 한국어에서 스페인어로 번역: Cada vez que usted menciona las familias multiculturales,
maestros, destacó que con el fin de resolver una sociedad multicultural armoniosa a los estudiantes
las autoridades proporcionan por el Capítulo de la comprensión y la comunicación.
b.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 Whenever you mention a multicultural family, the teacher
emphasizes that the authorities should provide a place for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for the
settlement of a harmonious multicultural society.
c. 영어에서 스페인어로 번역: Cada vez que menciona una familia multicultural, el profesor
enfatiza que las autoridades deben proporcionar un lugar para la comprensión y la comunicación
para el establecimiento de una sociedad multicultural y armoniosa.

따라서, 스페인어 초급 학습자가 단어나 짧은 구문의 번역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파파
고와 구글 번역기가 매우 유용하지만, 초·중급 학습자가 다소 복잡한 구조의 문장을 번역할 경
우 그 번역의 오류 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 경우 문장을 간단한 구조
로 변환 후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반면, 문장의 오류를 파악할 수 있는 고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기본 번역이 된 텍스트의 오류
들을 수정하면서 더 빨리 문장을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또한
국내 학습자일지라도 영어에 능통한 경우 매우 우용할 수 있는데, 이는 영어와 스페인어가 모두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언어로 구조적 유사성과 공유하는 어휘가 많을 뿐더러 세계 최대 화자수
에 기인한 인터넷 사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어 방대하게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번역의 품질
이 완벽에 가깝게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스페인어 정보 접근이 가능하여 뉴스나
강연 등을 직접 들으며 학습할 수 있다. 반면, 낮은 어학실력으로 실시간 정보 접근이 어려운 학
습자들을 위해서는 향후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을 기반으로 한 스
페인어 학습 도구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견된다. 가상현실은 게임이나 비행 훈련 등에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로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학습자와 컴퓨터가 상호작용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스페인어권 국가와 사람들을 가상의 공간
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스페인어를 배워나갈 수 있다. 증강현실은 사용자가 눈으로 보
는 현실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다. 현실세계를 가상세계로 보완해주는 개념인
증강현실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가상환경을 사용하지만 주역은 현실 환경이다. 이 기술
을 통해 학습자 주변의 상황을 스페인어로 어떻게 묘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시각화하여 학
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은 이미 기계,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안
5) 조신일보 기사에서 인용(http://it.chosun.com/news/article.html?no=282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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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건설, 화학분야 등에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기반 교육 콘텐트를 개발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 및 특성화고, 민간기업체 등 48개 기관에 168개 과정을 무료로 보급해왔다6).

III. 인공지능 시대 스페인어 교수법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존의 스페인어 교수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실제 사용 빈도수가 낮아 언
제 사용하게 될지 혹은 단 한번이라도 사용하게 될지 의구심이 들어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어려운 단어와 숙어 및 문장을 숙달시키기 위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평
가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제외해야 한다.
현재 사회적으로 스페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전공자들을 필요로 하는 직종인 수출입 분야
의 매뉴얼들은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없이도 이해가 가능한 인공지능 번역의 정확도가 매우 높
은 분야로 필요한 인력이 인공지능 번역으로 급격히 대체될 것이다. 그러나 사업 기획서나 협상
등의 경우에는 전략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어서 통계기반 인공지능 번역으로 대처가 어렵다. 또
한, 정치, 문화, 예술, 사회 분야에서는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없이는 의사소통과 정보전달에 오
류와 오해의 소지가 너무 다반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번역으로의 대체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역량과 인공지능 도구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재
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수자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도구들의 능력도 잘 파악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학습의 첫 단계에서부터 인공지능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스페인어와 인공지능 도구에 동시에 친숙해져서 그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교수법으로 권장되는 것은 주입식 교육에서 자기주도형·몰입형·능동적·사회참여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식 전수는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학습된 지식의 체화는 실제 체험을 통해
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실이나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수법으로 먼저 고려될
수 있는 것이 ‘필립 스페인어 학습(Flipped learning)’이다. 기존의 온·오프라인을 통한 주입식 스
페인어 학습 내용을 학습자들이 사전에 온라인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본 강의 시간에는 스페인어
로 토론이나 협동학습, 문제해결학습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습한 바를 강화시키는 교수법이다(정
동섭 2015).
또 다른 교수법은 능동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력을 배양해 가는 방법으로 ‘공동체 기반 스페인어 학습(Community based Spanish learning)’
이다(Overfield 1997). 이 교수법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직접 스페인어 공동체와의 만남을 통
해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게 하고 학습자의 위치에서 그들의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을 토론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한국에 체류 혹은 거주하고 있는 원어민 화자들과의 면담조사를 통한 실
태조사나 스페인 혹은 중남미 국가들의 비영리 단체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
큰 학습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초급 학습자들은 인공지능 도구들을 활용해서 의사소통은 가능
6) 디트 뉴스24에서 인용(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43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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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활한 소통과 교감을 위해서는 스스로 스페인어 구사력을 겸비해야 함을 느끼게 될 것
이며, 중·고급 학습자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스페인어 화자들을 이해하고 공감
하게 되고 양 문화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인재로 양성될 것이다.

참고문헌
구본권(2015), 로봇시대, 인간의 일: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이들을 위한 안내서, 서울: 도
서출판 어크로스.
김성조(2016), 중남미의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와 한국어교육의 방향성 제안, 중남미
연구, 35(1), 1-28.
정동섭(2015), 교양 스페인어 수업의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수업모형 제안- 말하기 중심으
로 진행되는 전북대학교 교양 스페인어 수업의 사례,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8(1), 127-150.
정혜정, 김광희, 박소영(2013), 스페인어 “똑” 소리나게 쓰기, 서울: 한국외대 출판부.
Overfield, Denise M.(1997), From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Community-Based Learning, Foreign Language Annals, 30(4), 485–491.

- 250 -

한정성(Definiteness)과 지시성(Referentiality) 개념을 활용한
스페인어 문법교육

김준한
(한국외국어대학교)
Kim, Jun-Ha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panish grammar education using the
notion of Definiteness and Referentiality.
Definiteness is a complex notion based on properties such as referentiality, familiarity and
identifiability. According to Givón (2001: 459), speakers code a nominal referent as definite
when they assume that it is identifiable or accessible to the hear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effective learning outcomes of learners by applying the notions of
definiteness and referentiality to Spanish grammar education. In this paper, I propose novel
explanations for various Spanish constructions. More specifically, I use the notion of
definiteness to explain the absence of definiteness effect in some existential constructions and
to account for the deletion of articles in vocative expressions. From the same point of view,
I also explain syntactic and semantic differences between the restrictive relative clause and
the explanatory one.

I. 도입
1. 한정성 (definiteness)과 비한정성 (indefiniteness)의 개념
Givón(1984: 399)은 두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a. Definete: Speakers code a referential nominal as definite if they think that they are entitled
to assume that the hearer can -by whatever means- assign it unique referential identity.
b. Indefinite: Speakers code a referential nominal as indefinite if they think that they are not
entitled to assume that the hearer can -by whatever means- assign it unique referential
identity.
2. 한정성의 등급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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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ón(1984: 407)은 비한정성(indefiniteness) 개념을 지시적 비한정성(referential-indefiniteness)과 비지

시성(non-referentiality)이라는 두 가지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한정성 등급을 가정한다.
(2) Definite > Referential-Indefinite > non-Referential > Generic
(2)에서 한정적(definite)이라는 등급은 지시성(referentiality)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화자(speaker)와

청자(hearer) 모두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는(identifiable) 의미이다.
두 번째 등급의 지시적 비한정성(referential-indefiniteness)이란 지시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시체
(referent)가 존재하고 이 지시체는 화자에 의해 확인될 수 있지만 청자에 의해서는 확인될 수 없

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Había una vez un rey muy avaro. Un día el rey dijo que ... ”라는 문장
에서 ‘un rey’는 지시체로서는 존재하지만 청자에 의해 확인될 수 없기 때문에 ‘지시적 비한정
성’을 갖는 명사구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등급인 비지시성(non-Referentiality)이란 지시성을 포함하지 않는 명사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Aquí no hay ningún estudiante que sepa hablar español”에서 ‘ningún estudiante’는 지시
성이 없고 화자와 청자 모두에 의해 확인될 수 없기 때문에 ‘비지시적’ 명사구라 할 수 있다.
마지막 등급인 총칭 명사구(generic NP)에 대해 살펴보자. 총칭 명사구는 개별적 지시체
(individual referent)의 관점에서 보면 비지시적(non-referential)이다. 그러나 개인이 아닌 그룹 또는

종류(group or type)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면 분명 지시적(referential)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어 “El perro es un animal muy fiel”이서 명사구 ‘el perro’는 개별적으로는 비지시적이지만 포유류
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면 지시적 표현이 된다는 의미이다.

II. 한정성과 지시성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스페인어 구문들
1. ‘hay’ 동사 존재 구문 (existential sentence)

스페인어의 존재 구문(existential sentence)은 비인칭 동사 ‘hay’와 ‘estar’ 동사를 사용하여 만든
다. 특히 ‘hay’동사 구문은 아래 예문에서 보듯 이른바 ‘한정성효과(definiteness effect)’를 보인다.
(3) a. Hay un libro/ algunos libros en el escritorio.
b. *Hay el libro/ aquellos libros en el escritorio.

일반적으로 (3)의 문법성 차이를 관사 및 한정사의 종류를 구분함으로서 설명한다. 그러나 이
러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구문의 문법성을 설명하는데 적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4) a. No hubo el más leve tono de tristeza en su voz.
b. Hay los que comen peces crudos y solo beben agua de mar.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2009: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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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한정성 등급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4a)의 스페인어 최상급
(superlative) 구문에 사용된 정관사(definite article)는 일종의 ‘지시적 비한정성(Ref-Indef)’을 나타내

고7) (4b)의 ‘los que～’ 또한 ‘지시적 비한정성’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hay’동사와 함
께 사용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2. 제한적 (restrictive) 관계절 vs. 설명적 (explanatory) 관계절

제한적 관계절은 선행사(antecedent)의 의미를 한정해 주고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즉, 선행사는
그 자체로서는 비한정적(indefinite)이고 관계절의 수식을 통해 한정적 의미를 받는다. 한편, 설명
적 관계절 구문은 이미 알려지거나 충분히 한정된 선행사(antecedent)에 추가적 설명을 부가하는
역할을 한다. 즉, 선행사는 그 자체로서 이미 충분히 한정되어있다는 특징이 있다. 각 관계절의
선행사가 갖고 있는 한정성의 차이는 스페인어의 여러 가지 관계절 구문에 적용될 수 있다.
(5) a. (La) Conozco a Juan (a ella), que vive en Méxixo. [+ref], [+def]
b. *(La) Conozco a Juan (a ella) que vive en Méxixo.
(6) a. Busco un libro que trata de la latinoamérica. [+ref], [-def]
a'. Busco un libro, que trata de la latinoamérica.
b. Busco un libro que trate de la latinoamérica. [-ref], [-def]
b'. *Busco un libro, que trate de la latinoamérica.
(7) a. Tengo mucho que hacer.
b. *Tengo mucho, que hacer.
(8) a. No vi a nadie que coma carne de perro. [-ref], [-def]
b. *No vi a nadie que come carne de perro.
c. *No vi a nadie, que come/coma carne de perro.
3. 관사 사용 및 생략 현상
(9) a. Ana se lava las manos cada hora. (cf. las manos de ella)

7) 영어의 경우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 즉, ‘there be ~’ 구문은 일반적으로 한정성 효과를 보이지만 최상급 구문
에 사용된 정관사 명사구 ‘the NP’는 한정성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i) a. There is the strongest woman in the room.
b. There is the most remarkable woman in the room.
(Lumsden 1988: 177)
Lumsden (1988: 177)은 i)에서 최상급 명사구 ‘the NP’는 ‘특정적 비한정성(specific indefiniteness)’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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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na se lava sus manos cada hora. (cf. ??sus manos de ella)
c. ??Ana se lava manos cada hora. (cf. ??manos de ella)

→ 신체/전체의 부분(parts of body/whole)을 나타내는 명사구는 신체 또는 전체가 담화상 확인
되었다면 부분 또한 한정성을 갖는다.
(10) a. Señor Blanco, siéntese aquí, por favor.
b. *El señor Blanco, siéntese aquí, por favor.
c. El señor/*Señor Blanco se sienta aquí.

→ 담화에 있어서 화자(1인칭)와 청자(2인칭)는 가장 지시성이 두드러진 개체(entity)다. 호격 명
사구(vocative NP)는 청자, 즉 2인칭 대명사 tú/usted(es)/ vosotros를 의미하므로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8)
4. ‘ser’ 구문의 명사 보어 (nominal attribute) 일치 현상
(11) a. El problema soy yo.
b. El problema eres tú.
c. El problema son los políticos.
(12) a. -¿Qué hora es? -Son las dos en punto.
b. -¿Cuánto es? -Son cinco euros.

→ 1, 2인칭 대명사의 지시성이 가장 두드러지므로 동사는 1,2인칭 명사 보어에 일치한다. 3인
칭의 경우 단수보다 복수가 지시성이 강하므로 복수에 일치한다. (스페인어 비인칭 구문에 일반
적으로 3인칭 단수 동사가 사용된다. (← ex) Hubo/Había muchas personas en la plaza. Hoy
llueve/nieva mucho. Se habla español en Chile. Es importante que lo sepa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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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중국어 교육 1
(31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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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12:10

좌장: 김현철 (연세대)

토론

중국어 관용어의 한국어 번역에 관한 연구 -대학중국어 중급회화

이승희

교재에 등장한 표현을 중심으로- (김명순, 세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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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관용어의 한국어 번역에 관한 연구
-대학중국어 중급회화교재에 등장한 표현을 중심으로-

김명순
(세명대학교)
Kim, Myeong-Sun (Semyung University). An analytic study on the Korean translation of
Chinese idiomatic expression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intermediate-level college
conversation textbook New Speaking Chine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iscover some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nslation of Chinese
idiomatic expressions. For analysis, the paper uses an intermediate-level conversational
textbook, New Speaking Chinese, which is commonly used in Korean colleges. The data
consists of 90 Chinese idiomatic expressions. Whether the Chinese expression takes its
idiomatic status in the Korean language, it is possible to classify each Chinese idiom into the
2 major types: 1) mutable idioms, and 2) immutable idioms. Then mutable idioms are further
divided into 2 different types, namely, 1A) identical/similar images, and 1B) substitutional
images. Likewise, immutable idioms can be divided into 2 subtypes, namely, 2A) idioms
with general explanations, which do not require any ethnic information about China;

2B)

idioms with special explanations, which require some background knowledge about Chinese
cultures and history. Teaching appropriate translation skills for Chinese idioms in Korean
college classrooms are suggested. For further research, it is also suggested to investigate any
lexical or structural features in the translation of Chinese idiomatic expressions into the
Korean counterparts.

I. 서론
관용어는 함축적이며 은유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간결하면서도 시사성이 강하다. 관용어는 실질적
삶에서 만들어져 회자된 표현으로서 생동감과 함께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관용어는 일반적으로 언어
표현의 표면적 의미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시사적 의미를 포함하여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으
며 실제로 쓰이는 것은 후자인 경우가 많다. 유구한 역사와 함께 진화된 관용어는 직접성과 구체성,
간결성과 함축성 등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관용어의 번역에는 언어를 넘어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
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외국어로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중국어의 관용어를 한국어로 옮길 때 단순 사전적 해석으로는 관용어에 내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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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심층적 의미, 즉 문화적 요소까지 제대로 전달하기는 어렵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중국
어 학습 자료에 등장하는 관용어의 한국어 번역 또한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처럼 관용어는
번역의 난제 중 하나이며 따라서 대학 교실에서의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관용어의 중한 번역의 실례
분석은 중국어 학습자들이 관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용하는데 도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번역
능력의 향상에도 크게 도움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대학에서 중국어 중급 수준의 회
화 수업에 교재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뺷New 스피킹 중국어: 실력향상뺸(JRC 중국어 연구소, 2014, 이
하 뺷스피킹뺸)을 분석 자료로 채택하였다. 뺷스피킹뺸은 최근에 집필된 교재로서 현지 중국인의 언어적
특징과 문화를 잘 표현하고 있으며 기존 한국의 많은 중국어 회화교재에 관용어가 많이 포함되지 않
은 것과 대조된다. 또한 뺷스피킹뺸은 관용어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여 현지인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
을 잘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교재에 수록된 관용어를 자료로 삼고 관용어의 중한 번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중국어에서 관용어는 일상의 언어적 교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언어적 표현이다. 간결하고 통속적이
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언어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사용빈도가 높으며 사용범위 또한 광범위하
다. 관용어는 고정적 표현 형태를 갖고 있는데 중국어의 관용어는 보통 ‘拍马屁(아부하다)’ / ‘穿小鞋
(괴롭히다)’와 같은 세 개의 음절로 구성된 표현(三字格)이 많으며 또한 ‘三下五除二(일처리나 동작이

민첩하고 군더더기가 없음을 비유함’ / ‘你一言我一语(저마다 한마디 씩)’과 같은 다중음절어(多字格)
형식 등이 있다. 관용어는 주로 삶의 현장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사소
통의 용이성과 편리성을 지니고 있다. 대화나 글에서 관용어를 적절하게 잘 사용할 경우 언어 표현이
시각화, 이미지화 경향이 강해진다. 그러므로 언어에 생동감이 가해지고 전달력이 강화되며 더 나아
가 언어의 감화력이 생성된다(汉语惯用语词典编纂委员会, 2009). 이처럼 원어민 화자들은 관용어를 일
상적인 삶에서 은연중에 습득하게 되므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관용어의 이해와 사용은 어려
울 수밖에 없다(권영도, 1999). 관용어는 하나의 어구로서 일정 패턴의 고정적 표현형식과 강한 문화
의 함축성을 갖고 있어 번역의 난도가 상당히 높다(王萍 ＆ 冯奇, 2011; 周书梅, 2006). 번역은 단순한
언어적 전환이 아니라 문화의 전환(윤선경, 2014)이며 정감의 전환이자 한 시대와 사회의 산물이기도
하다. 외국어에 있어서 전문성이란 어디까지나 자국과의 상관성, 즉 언어의 전환이란 통번역이 함께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더라도 관용어의 체계적 학습은 대학교의 교실수업에서 이루
어질 필요성이 있다. 체계적 학습이란 단순 의사소통의 단계를 넘어 통번역의 기본적 자질양성을 말
한다.
스피킹은 총 12단원으로 구성되었고 매 단원마다 하나의 동일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Dialogue 1,
2와 Text로 이루어졌다. 중국 현지에 파견 근무하게 된 한국인의 경험담을 줄거리로 중국을 알아가

며 실전에 강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본 교재는 관용어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중국인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총 90개의 관용어가 등장한다.
관용어의 범주에 관해 학자들의 견해가 다소 달리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성어와 속담을 관용어
범주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관용어와 성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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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등은 모두 일종의 관습적 표현으로 비유적 성향이 강하다. 그러므로 서로 상관성이 있으며 일부
표현들은 관용어로 분류되는 동시에 성어와 속담으로도 분류된다. 그러므로 명확히 선을 그어 구분하
기는 쉽지 않으므로 실제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외국어 학습의 관점에서 볼 때 응용적
측면이나 필요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부분은 구지 문법적으로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다. 본문에
서는 관용어에 관해 아래와 같이 4가지 특성으로 구체화한다.
1)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습관화된 문구이다.
2)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는 외연적 의미를 갖고 있다.
3) 비유적 특징이 강하므로 직관적이고 감각적이다.
4) 사물의 속성과 경험을 토대로 이미지화 되어 음미적 효과가 크다.

III. 관용어 번역의 분석
관용어는 정형화된 구조적 특징에 온전한 의미전달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강한 문화적 요소를 내
재하고 있다. 문화의 산물이자 언어 자체 고유의 특징을 지닌 서로 다른 언어의 관용어가 똑 같이 상
응하는 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특징 상 관용어의 번역은 상당한 난도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본문에서는 중국어 관용어의 한국어 번역에 있어서 동일하게 관용어로 전환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관용어 형태 유지’와 ‘관용어 형태 유지 불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
다. 이어서 ‘관용어 형태 유지’는 이미지의 전환가능 여부에 따라 다시 2개로 세부 분류하여 ‘이미지
재현’과 ‘이미지 교체’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관용어의 이미지가 두 언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상
을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후자는 이미지의 대상이 중국어와 전혀 다르지만 총체적으로 동일한 의미
를 유지할 수 있는 관용어를 말한다. ‘관용어 형태 유지 불가’는 중국의 문화적 색채가 짙어서 상응
하는 표현이 한국어에 존재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다시 2개로 분류하여 ‘일반 설명’과 ‘특수 설명’으
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관용어의 표현 형식이 한국어와 다르더라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명적인 표현을 찾기 쉬운 경우이다. 반면에 후자는 해당 관용어 표현이 중국 문화에만 존
재하는 것으로서 한국어로 전환할 때 가장 난제로 작용하며 통상 각주 등 특수한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
1. 관용어 형태 유지
1) 이미지 재현

예문 ① 百万富翁 → 백만장자
예문 ①은 ‘재산이 아주 많은 큰 부자’를 이르는 말로 중국어와 한국어의 뜻은 일치한다. ‘百万富翁
(백만부옹)’은 이미지 전환에 있어서도 ‘백만’은 한자어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富翁(부옹)’은 ‘부유한

노인’이라는 뜻으로 한국어의 ‘장자’에 상응한다. 이러한 유형은 보통 한자어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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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중한 양 언어의 관용어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같거나 유사하다. 그러므로 한국어로 번역하기도
상대적으로 쉬우며 원어의 뜻과 형식도 비슷하게 잘 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관용어일지
라도 문자적 표현은 다를 수도 있으므로 선행학습을 통해 관용어의 고유적 표현 방식을 익히지 않으
면 관용어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 또한 일부 표현들은 한자 형식이 유사하지만 의미가 다를
수 있어 자칫하면 오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중국어의 ‘砌长城(체장성)’은 ‘마작을 하다’라는 의미
의 관용어인데 자칫 문자적 의미에만 치중하면 ‘만리장성을 쌓다’로 오역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격별히 유의해야 한다.
2) 이미지 교체

예문 ➁ 喝西北风 → 입에 거미줄을 치다
예문 ➁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가난함’을 의미하는 표현인데 중한 전환에 있어서 의미
상 등가를 이룬다. 중국어는 이를 ‘喝西北风(갈서북풍)’, 즉 ‘북서풍을 마시다’라는 이미지로 표현한
반면 한국어는 ‘입에 거미줄을 치다’라는 이미지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미지
를 사용하고 있지만 시각화 현상을 통해 동일한 의미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어 관용어 특유의 언어
적 생동감을 잘 살릴 수 있다.
2. 관용어 형태 유지 불가
1) 일반설명

예문 ➂ 家家有本难念的经 → 집집마다 걱정거리가 있다.
예문 ➂의 ‘家家有本难念的经(가가유본난념적경)’은 ‘집집마다 한 권의 읽기 어려운 경전이 있다’는
관용어인데 한국어로는 ‘집집마다 걱정거리가 있다’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관용어는
가정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개인이나 회사 등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여도 적당하다. 이처럼 ‘일반 설명’은 관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상대 언어에
서 관용어가 아니더라도 등가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을 도출해내는 특징을 띠고 있다.
2) 특수 설명

예문 ➃ 笑面虎 → 웃는 얼굴의 호랑이
예문 ➃의 ‘笑面虎(소면호)’는 ‘웃는 얼굴의 호랑이’라는 표면적 뜻을 갖고 있으며 사전적 해석을
따르면 ‘겉은 온화하지만 속은 음흉한 사람’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단지 이러한 설명에 의거해서는
실제로 효과적인 번역을 도출해내기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사전에서의 개괄적 해석은 실제 용법과 정
서 전달에 격리가 있어 실전 번역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쉽게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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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중국인들의 특성 상 이런 표현이 종종 쓰이지만 직설적이고 감정표현이 풍부한 한국어로 원
문에 내재되어 있는 정서를 그대로 전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아래에서 예문을 통해 ‘笑面虎(소면
호)’은 실제 번역에서 어떤 특정 용어로 전환하기보다는 그 관용어의 의미를 녹여서 포괄적으로 표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문 a. 老总是笑面虎, 但他笑的时候很可能是非常生气的时候。(p43)
초역: 사장님은 웃는 얼굴의 호랑이다. 하지만 그가 웃고 있을 때가 어쩌면 매우 화가 나있을 때다.
수정: 사장님은 항상 웃는 얼굴이지만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어쩌면 웃고 있을 때가 엄청
화가 나있는 건지도 몰라.

IV. 결론
본문은 관용어의 중한번역을 비교분석하여 그 특징을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먼저 관용어의 중한 전
환과정에서 관용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관용어 형태 유지’와 ‘관용
어 형태 유지 불가’로 분류하였다. ‘관용어 형태 유지’는 대상 이미지의 전환여부에 따라 다시 ‘이미
지 재현’과 ‘이미지 교체’로 세분하였다. ‘관용어 형태 유지 불가’는 관용어의 이미지 표현이 상대 언
어에 존재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다시 ‘일반 설명’과 ‘특수 설명’로 세분하였다.
향후 교실 학습 내용의 구성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며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교과과정의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고 명시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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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시사 번역의 은유 번역 연구

송현선
(제주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부교수)
번역은 단순히 한 언어를 다른 언어와 대응 전화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 사이
에서 소통이 일어나게 하는 작업이다. 은유는 문화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비유법으로, 은유를 적
절하게 번역하는 것은 문화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은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과 정의가 존재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대입론으로부터 시작하
여 유사성을 강조하는 비교론과 창조성에 중점을 두는 상호작용론 등이 나타났다.
인지언어학이 발전하면서 은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개념적 은유 이론이 등장했는데, 개념
적 은유 이론에 따르면 은유 번역은 문학텍스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텍스트에서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비문학텍스트 중 시사텍스트에서 한중 은유 번역의 양상을 분석하고 은유
의 번역 전략을 살펴본다.
은유의 대표적인 번역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은유를 은유로 번역 : 출발어의 은유가 도착어에서도 쉽게 수용될 경우에는 출발어의 은유

를 도착어의 은유로 번역하는 전략이 사용된다.
2) 은유를 직유로 번역 : 비교이론에 따르면 은유는 직유의 생략형으로, 은유를 직유로 번역할

경우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3) 은유를 다른 은유로 번역 : 본래의 은유적 이미지를 유사하거나 같은 이미지를 가지는 다

른 은유 표현으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특히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은유인 경우에는 도착어에서
같은 이미지를 갖는 관용적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
4) 은유를 유지하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번역 : 은유를 은유로 번역하면서 동시에 이

미지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은유에 부가 설명을 더한다.
5) 은유를 직유로 번역하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번역
6) 은유를 비은유적인 표현으로 번역 : 은유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기술한다.
7) 생략하기

은유는 번역 과정 중 번역사가 가장 쉽게 접하는 문화적 요소로, 은유가 사용된 표현은 본래
의 의미가 아닌 함축적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은유를 번역할 때, 번역사들은 문화적 배
경이 다른 독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은유 번역의 양상을 분석하고 다
양한 예를 제시하는 것은 번역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번역 교육의 효율성 향상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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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중국어교육 활용 방안 연구
-관용표현의 상용도 분석을 위한 드라마 대사의 활용을 중심으로-

김윤정
(창원대학교)
Kim, Yoon-jeo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How to Use Media to Chinese Language
Education: Focused on the Utilization of Drama Lines in Analyzing the Aspect of the Use of
Chinese Idiomatic Express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use of idiomatic expressions in spoken Chinese.
The lines of Chinese drama “Wo de Qian Bansheng(我的前半生)” are utilized as corpus of
spoken Chinese, and 242 idiomatic expressions extracted from the corpus are classified as
four groups based on collection aspects of reference materials: (1) the 1st group is mostly
consist of four-character idioms, and the members of the group are collected in both Xinhua
Chengyu Da Cidian(新华成语大词典) and Baidu Cidian(百度词典); the members of 2nd group
also are mainly four-character idioms collected separately in Xinhua Chengyu Da Cidian(新华

成语大词典) or in Baidu Cidian(百度词典); the 3rd group is consist of idiomatic expressions
collected separately in Zhongguo Suyu Da Cidian(中国俗语大辞典) or in Zhongguo Yanyu Da
Cidian(中国谚语大辞典); the members of 4th group are mostly the titles of novels, songs, etc,
which can be searched in Baidu Baike(百度百科).

I. 머리말
본 연구는 중국어 구어에서 상용되는 관용표현1)을 귀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어의 관용표현은
간결하고 제련된 언어 형식으로 때로는 생동감이 넘치고 또 때로는 위트 있게 의미를 전달한다. 언어유희에
가까운 이러한 묘미 때문에 관용표현은 일상생활부터 전문성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다. 따라서 관용표현의 사용은 의사소통 효과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관용표현이 일상의 언어활동과 매우 밀착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용표현은 양적으로 매우 방대
하고 범주상으로도 경계짓기가 쉽지 않아 교육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난제로 다가오고 있다. 양적인 측면을
예로 들어보면, 뺷新华成语大词典뺸(商务印书馆辞书研究中心, 2013, 北京: 商务印书馆)에 26,000여 개의 성어
가 수록되어 있고, 뺷中国谚语大辞典(第1版)뺸(温端政等, 2014/2011, 上海: 上海辞书出版社)에는 17,800여 개의
1) ‘관용표현’은 중국어의 ‘成语’, ‘谚语’, ‘歇后语’, ‘惯用语’ 등을 아우르는 말로서 중국어의 ‘熟语’에 해당한다. 중국어의
‘熟语’를 ‘숙어’로 대역할 경우 한국어의 ‘숙어’와 개념적인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 연구에서 임의로 ‘관용표
현’이라는 술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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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담이 수록되어 있으며, 뺷中国歇后语大辞典(第3版)뺸(温端政․上海辞书出版社语文辞书编篡中心, 2015, 上
海: 上海辞书出版社)에는 7,700여 개의 헐후어가 수록되어 있고, 뺷中国俗语大辞典(第1版)뺸(温端政等,
2014/2011, 上海: 上海辞书出版社)에는 5,000여 개의 관용어구가 수록되어 있다. 단지 이 4권의 공구서만 하더

라도 산술적으로 무려 56,500여 개의 관용표현을 수록하고 있다. 이 4권 이외에도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공구서들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관용표현의 수가 얼마나 방대한지 짐작할 수 있다. 때문에 관용표현도
상용도가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습득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용표현의 상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국어 관용표
현의 상용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그 대답의 단서를 ‘구어’에서 찾고자 한다. 구어는 대중
적이고 일상적인 언어이다. 따라서 구어에 사용되는 관용표현도 보편적이고 대중적일 것이다. 일상의 언어를
구어의 한 유형으로 인정한다면 일상의 언어와 일체도가 높은 자료 또한 구어 코퍼스의 자격을 갖는다. 이러
한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재와 대사가 일상과 밀착된 중국 드라마를 선정하여 그 대사를 코퍼스로 구축한
후 이 자료로부터 관용표현을 추출해내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II.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코퍼스 구축과 관용표현 추출이라는 두 가지 작업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는 중국의 드라마
대사를 입력하는 작업이고, 후자는 입력된 대사로부터 관용표현을 추출해내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2017년 7월부터 방영된 뺷我的前半生뺸이라는 드라마를 선정하였다. 이 드라마는
총 42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재 본 연구에서는 7회까지 입력을 마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드라마의 1-7회
대사를 코퍼스로 삼아 이로부터 관용표현을 추출하고자 한다.
중국어의 관용표현은 성어(成语), 속담(谚语), 헐후어(歇后语)2), 관용어구(惯用语)3)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은 관용표현의 형식에 근거한 분류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류 방법 대신 접근성에 초점을 두어 재분류하
고자 한다. 즉, 관용표현과 관련한 공구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코퍼스에서 추출된 관용표현의 수록 양상을 검토하
여 그에 따라 재분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중국어 관용표현 재분류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 표 1> 중국어 관용표현 재분류 기준 4)
제1수준
제2수준
제3수준
제4수준

뺷新华成语大词典뺸
+
+
-

뺷百度词典뺸
+
+
-

뺷中国俗语大辞典뺸
+
-

뺷中国谚语大辞典뺸
+
-

뺷百度百科뺸
+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는 뺷新华成语大词典뺸(商务印书馆辞书研究中心. 2013, 北京: 商务印
2) 중국어의 ‘歇后语’는 한국어에서 적절한 대역어를 찾기가 어려워 한자 독음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3) 중국어의 ‘惯用语’는 관용표현의 한 하위 유형이다. 그런데 이 술어의 한자 독음인 ‘관용어’는 한국어에서 오히려 관
용표현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러한 오해를 배제하기 위해 중국어의 ‘惯用语’를 ‘관용어구’로
대역하고자 한다.
4) 표 안의 ‘+’는 ‘수록되어 있음’을, ‘-’는 ‘수록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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书馆), 뺷百度词典뺸(http://dict.baidu.com/), 뺷中国俗语大辞典뺸(温端政等a. 2014/2011, 上海: 上海辞书出版社),
뺷中国谚语大辞典뺸(温端政等b. 2014/2011, 上海: 上海辞书出版社), 뺷百度百科뺸(http://baike.baidu.com/) 등 5종

의 공구자료를 사용하여 이들에 수록된 양상에 따라 중국어 관용표현을 ‘제1수준’, ‘제2수준’, ‘제3수준’, ‘제4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제1수준은 뺷新华成语大词典뺸과 뺷百度词典뺸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관용표현이
다. 제2수준은 뺷新华成语大词典뺸이나 뺷百度词典뺸 중 어느 한 곳에만 수록되어 있는 관용표현이다. 제3수준은
뺷中国俗语大辞典뺸이나 뺷中国谚语大辞典뺸 중 어느 한 곳에만 수록되어 있는 관용표현이다. 마지막으로 제4수

준은 뺷百度百科뺸에서 검색되는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 코퍼스로 구축한 드라마 뺷我的前半生뺸의 1-7회까지의 대사 분량은 총 44,206자이며, 이로부터
242개의 관용표현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이들을 접근성에 근거하여 재분류한 양상에 대해 이하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III. 중국어 관용표현 상용도 분석
1. 제 1 수준

제1수준은 뺷新华成语大词典뺸과 뺷百度词典뺸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관용표현으로서 총 157개의 데이
터가 추출되었다. 먼저 아래의 <표 2>를 통해 제1수준에 해당하는 관용표현을 살펴보자.
<표 2> 제 1 수준 관용표현
暗无天日
笨鸟先飞
不可理喻
长久之计
蠢蠢裕动
低声下气
度日如年
各为其主
固若金汤
呼风唤雨
挥金如土
家破人亡
井底之蛙
良师益友
没完没了
目中无人
破釜沉舟
人心叵测
若无其事
生死关头
撕心裂肺
所向披靡
天无绝人之路
唯利是图
先下手为强
一筹莫展
一事无成

白头到老
变本加厉
不务正业
尘埃落定
大动干戈
丢人现眼
堆积如山
狗头军师
故弄玄虚
胡说八道
回光反照
竭尽全力
久闻大名
流光溢彩
门当户对
浓妆艳抹
妻离子散
人心所向
三妻四妾
失魂落魄
死到临头
忐忑不安
天衣无缝
乌烟瘴气
小恩小惠
一寸光阴一寸金
一手遮天

白头偕老
病入膏肓
不学无术
吃喝玩乐
大惊小怪
东窗事发
防患于未然
孤苦伶仃
光芒万丈
胡思乱想
浑浑噩噩
今生今世
居高临下
乱七八糟
蒙在鼓里
披头散发
千刀万剐
日夜兼程
三思而后行
实事求是
死去活来
醍醐灌顶
挑肥拣瘦
无可救药
心狠手辣
一个巴掌拍不响
一天到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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板上钉钉
不堪一击
不厌其烦
吃一堑长一智
大庭广众
东山再起
高高在上
孤立无援
喝西北风
花枝招展
寄人篱下
锦上添花
口蜜腹剑
落井下石
面不改色
平淡无奇
千难万险
如狼似虎
设身处地
始乱终弃
似曾相识
天长地久
同归于尽
无时无刻
信口开河
一见如故
一无所获

背水一战
不可开交
不择手段
楚楚可怜
低三下四
赌咒发誓
高瞻远瞩
古今中外
后悔莫及
患得患失
家家户户
兢兢业业
郎才女貌
埋头苦干
明目张胆
平起平坐
情深义重
软硬兼施
生机勃勃
事不关己
似是而非
天打雷劈
偷工减料
无忧无虑
绣花枕头
一蹶不振
疑神疑鬼

阴魂不散
云开雾散
真相大白
装模作样
自讨苦吃

游手好闲
瞻前顾后
争分夺秒
锱铢必较
罪魁祸首

有来有往
招摇过市
指手画脚
自力更生

有求必应
朝三暮四
珠联璧合
自欺欺人

冤家路窄
朝思暮想
助纣为虐
自生自灭

<표 2>에 보이듯이 제1수준의 관용표현은 4자 성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때문에 관련

공구서를 통해 검색하는데 비교적 용이하다.
2. 제 2 수준

제2수준은 뺷新华成语大词典뺸이나 뺷百度词典뺸 중 어느 한 곳에만 수록되어 있는 관용표현이다. 여기에는
총 38개의 데이터가 추출되었는데 아래의 <표 3>을 통해 살펴보자.
<표 3> 제 2 수준 관용표현
扮猪吃老虎
大闹天宫
花花肠子
没事找事
日久生情
抬头不见低头见
幸免于难
战战棘棘

本本分分
灯火通明
精力充沛
抛妻弃子
如沐春风
王母娘娘
一时糊涂
知己知彼百战不殆

不理不睬
幡然醒悟
苦苦哀求
其乐融融
上上下下
无可挽回
一醉方休
自杀未遂

不值一提
好吃懒做
理所应当
前途渺茫
生儿育女
心里有鬼
衣食无忧

辞旧迎新
后院起火
两情相悦
亲者痛仇者快
胜券在握
心无城府
油尽灯枯

제2수준의 관용표현 역시 4자 성어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제1수준에 비해 수량이 현저히 감
소하였다.
3. 제 3 수준

제3수준은 뺷中国俗语大辞典뺸이나 뺷中国谚语大辞典뺸 중 어느 한 곳에만 수록되어 있는 관용표현이다. 제3
수준은 속담류의 형식으로서 정형된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제3수준의 관용표현은 아래의 <표 4>와 같이
총 8개의 데이터가 도출되었다.
<표 4> 제 3 수준 관용표현
不怕一万，就怕万一

苍蝇不叮无缝的蛋

吃饱了撑的

贫贱夫妻百事哀

头发长见识短

一锅端了

吃豹子胆

皇帝不急太监急

4. 제 4 수준

제4수준은 뺷百度百科뺸에서 검색된 데이터이다. 제4수준은 소설이나 가요 등과 같은 작품명이 다수를 차지
하며, 그 외에 특정 분야나 정책의 용어, 유명인사의 명언 등도 포함되어 있다. 제4수준에는 총 39개의 데이터
가 추출되었는데 아래의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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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제 4 수준 관용표현
哀其不幸，怒其不争

闭目养神

别有企图

不求回报

不求上进

不忘初心

长长久久

动了谁的奶酪

豆腐渣工程

分分合合

划清界限

机缘巧合

积极向上

劫后重生

净身出户

可怜之人必有可恨之处

老天有眼

两点一线

两手准备

青春岁月

生活不易

胜者为王

顺风顺水

歪理邪说

完美幸福

位高权重

为情所困

为时已晚

乌云密布

无从谈起

无路可退

心灵鸡汤

行情看涨

幸福美满

以旧换新

有妇之夫

原地踏步

阅女无数

掌控全局

제4수준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실제로 관용표현 관련 공구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관용
표현으로 간주하는 것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4수준의 데이터들이 형태적이나 통사적인
차원에서 자유롭게 변형된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别有企图’의 경우 ‘别无企图’, ‘别没企图’, ‘别没有企
图’ 등과 같이 부정형으로 사용하는 것이 거의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 ‘别有企图’의 고정성은 충분
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들이 비록 관용표현으로 정착되었다고 간주하기는 어려우나 공시적으로 언중의 소통
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관용표현의 한 유형으로 주목할 만하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구어에 상용되는 중국어 관용표현을 귀납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드라마 뺷我的前半生뺸
1-7회까지의 대사를 코퍼스로 구축하여 이로부터 242개의 관용표현을 추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
242개의 관용표현에 대해 뺷新华成语大词典뺸, 뺷百度词典뺸, 뺷中国俗语大辞典뺸, 뺷中国谚语大辞典뺸, 뺷百度百

科뺸 등 5종의 관용표현 관련 공구자료를 통해 그 수록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접근성과 전형성을 고려하여
제1수준부터 제4수준까지 재분류하였다. 제1수준 관용표현은 뺷新华成语大词典뺸과 뺷百度词典뺸에 모두에 수
록된 데이터로서 총 157개가 도출되었다. 제2수준은 뺷新华成语大词典뺸이나 뺷百度词典뺸 중 어느 한 곳에만
수록되어 있는 관용표현으로서 총 38개의 데이터가 추출되었다. 제3수준은 뺷中国俗语大辞典뺸이나 뺷中国谚
语大辞典뺸 중 어느 한 곳에만 수록되어 있는 관용표현으로서 8개가 도출되었다. 제4수준은 뺷百度百科뺸에서
검색된 데이터로서 소설이나 가요 등과 같은 작품명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총 39개의 데이터가 도출되었다.

참고문헌
商务印书馆辞书研究中心. (2013). 新华成语大词典, 北京: 商务印书馆.
温端政等a. (2014/2011). 中国俗语大辞典, 第1版, 上海: 上海辞书出版社.
温端政等b. (2014/2011). 中国谚语大辞典, 第1版, 上海: 上海辞书出版社.
Baidu百科 http://baike.baidu.com/
Baidu词典 http://dict.baidu.com/

新丽电视文化投资有限公司. (2016). 我的前半生, 第1-7集.

- 269 -

以语块教学法为指导的初级综合汉语综合课课程设计 (낱말가족(말무리)
교학법으로 지도하는 초급 종합 중국어 종합수업 교과과정 설계)

HE QIAN
(연세대학교)
He Qian(Yonsei University). The application of the Lexical chunk in the primary Chinese
teaching.
During recent years, as the Lexical Chunk Theory gradually mature. It has attracted more
and more attention in the word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Teaching. Currently, some valuable theory and practice research achievements have been
obtained in the field of English teaching. Nevertheless, our study on Chinese Lexical Chunk
mostly focused on theoretical aspects.
The paper summariz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Lexical Chunk. In consideration of the
curriculum design, the paper is trying to re-define the concept on the basis of synthesizing
all existing research results. Considering the existence form of lexical chunk and the
incremental characteristics of language learners receptivity, in this paper, we divided the
lexical chunk into three types: Institutionalized Chunks, Collocation Chunks, Frame Chunks.
Because these three types of lexical chunk are not mutually exclusive, they have some
relation with each other, so it’s more conducive to design the teaching activity and more
easy for student to master the knowledge. Under the theoretical guidance of lexical chunk, on
the focus of the three types of lexical chunk, the writer has designed different teaching
activities.

Ⅰ、语块理论的发展
语块的研究首先源自于西方语言学家。西方语言学家在19世纪中期开始便对语块现象进行讨
论。国内汉语教学中关于语块的研究起步较晚， 赵金铭（2008）指出“对外汉语教学不妨借鉴国
内的英语教学模式”。近几年语块理论在对外汉语教学界也引起了越来越多的重视。赵金铭
（2005）主张在对外汉语教学过程中要加大对固定词汇的教学力度。“在教学的各个阶段尤其是
中高级阶段，习用语、固定词语、固定格式以及成语的教学和训练，是培养学生词汇能力的瓶
颈之一”1)。陆俭明（2009）《“构式—语块”句法分析法——一种汉语句法研究的新思路，中日认
知汉语教学研讨会会议论文》在语块理论的基础上，提出了一种新的教学思路“句法分析法”。
1) 赵金铭 《对外汉语教学概论》，商务印书馆，2005(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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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语块理论的分类
语块是一种抽象存在于人的记忆中结构单位。自语块理论提出至今，很多学者也分别就对外汉
语教学中的语块从结构形式、句法功能等方面提出了自己的分类见解。
本文在借鉴现有分类的基础上，从利于学生记忆、利于采取语块教学法的目的出发，将语块分
为固定语块、搭配语块、框架语块三大类。
固定语块主要包括惯用语、成语、俗语、谚语、网络新用语、专有名词等。搭配语块指将一个
新词作为节点（nodes）,围绕这个词所形成的同义、反义辐射式或者链条式的搭配。框架语块指
的是具有一定语义功能的框架语法结构。其常常以带空的形式出现。

Ⅲ.基于语块理论的初级汉语综合课课堂教学设计原则
“在元认知层面上把自己母语语感中对汉语语块的‘潜意识’变成显性的（explicit）东西”2)这就要求教师在
备课过程中有意识地对汉语语块进行识别、归纳，在实际授课中，通过各种方法引导学生学习语块，潜移
默化强化学生的语块意识。整体性是语块的主要特点，所谓的“整”，包括在呈现、识别、教授、记忆、掌
握、复现、运用、巩固等一系列过程中的“整体性”。3)受学习者学习水平和接受程度的影响，语块教学方
法需要教师以语块教学理念为导向，不同的教学阶段采用不同的实行方法。从时间上来讲初级阶段，语块
教学法应该着重以语音音位模仿、语调的超音位模仿和语块整体意义的形式来教学。后期阶段，随着学习
者词汇量的增加，语法结构的完善，教师可以根据语块链条性的特点，利用激发扩散的形式，不断增强其
记忆中语块的辐射范围。从内容结构上来讲，初级汉语学习者应采用模仿、排序等方式，引导学生理解汉
语的语法结构和语用习惯。在中高级阶段，则可以使用“构式——语块”句法分析法对复杂的语法进行教
学。这种从简到难，从模仿固定输入到刺激主动输出的分段式语块教学的过程符合学习者心理认知规律。

Ⅳ.基于语块理论的初级汉语综合课课堂教学设计
本文将从两大方面进行教学案例设计：一、固定语块和搭配语块的教学设计；二、框架语块的
教学设计。
1.针对固定语块、搭配语块的教学设计
1)固定语块、搭配语块输入方式教学设计
词汇是语块的基础，是构成固定语块和搭配语块的主要成分。搭配语块具有一定程度上的自由
性。因此，教师在利用生词表进行语块教学的过程中，应该有意识地打破生词顺序，适当引入已
学语块和新语块，对固定语块和搭配语块进行整体教学。
2)固定语块、搭配语块练习方式教学设计
初级班的汉语学习者，大脑中预制语块的数量比较少，其对语块的灵活运用度也比较低，因
2) 何所思 《汉语作为第二语言》，外语教学中的语块教学，华东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第94页。
3) 何所思 《汉语作为第二语言/外语教学中的语块教学》，华东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第 91 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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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在初级阶段教师应该在备课过程中，归纳提炼出所要学习的语块，利用领读、联想、连线、
选词填空等多种方式，带领学生进行语块的练习。
3)固定语块、搭配语块输出方式教学设计
语言学习者对所学语块的输出方式则是考察其语块能力的重要途径。
针对书面上的语块输出方式，教师可以采用听写和写作的形式来进行自我语块输出。这两种书
面的语块输出方式，一种是在短时间内集中激活学生已学语块；一种则是促进学生归纳组织语
块、自产语块的能力。针对口语语块输出方式，教师可以采用话题表达、角色表演、课文复述等
形式来促进学生的语块输出。
4)固定语块、搭配语块教学设计实例
由于教学内容的复杂多样性以及论文篇幅的限制，本文不能将所有教案都一一展示。因此笔者
将以整体性和辐射性扩散为原则针对上述输入、练习、输出等方面给出一教学设计实例4)，旨在
通过个例来体现本人在教学过程中所运用的语块教学法。以《汉语教程》（第一册下）第18课
《我去邮局寄包裹》为例。
①调整生词顺序
拿、包裹、邮票、报纸、份、顺便、替、帮、当、翻译、代表、飞机、火车、旅行、参观、
团、回来、浇花、没问题。
②导入
首先，教师借助图片和学生所熟知的课堂环境，针对已学课文，用整体性提问的方式，如：
“我们现在在做什么？”来复习17课所学的语块知识点。
其次，教师指着桌子上的物品（如：书），问学生“这是什么？”，激活学生记忆中的预制语块
“这是XX”。然后，教师将桌子上的书“拿”起来，同时领读“拿书”，借助教室里的起来物品，进行
操练，如：拿钱、拿杯子。
最后，通过教师的肢体语言，引导学生陈述整个句子，如：“老师现在在做什么？”“老师现在在
拿钱。”
③语块输入
教师可以借助肢体动作来讲解动词“用”“坐”等。借用图片等道具展示实物名词。并进行搭配语
块的学习，如“用笔”“用电脑”“用汉语”“坐飞机”“坐船”“坐火车”等。
在对个别的动词和名词讲解完毕后，教师进行整体领读“一个包裹”、“一张邮票”“一份报纸”。
与此同时，让学生联想名量词语块“一个XX”、“一张XX”“一份XX”。
针对比较抽象的语言动作（如“替”、“当”），教师可以利用刚学的语块形式，设定新的语境，
进行讲解。如：教师将一个包裹放到教室后边，派一名学生去拿。然后问学生“老师去拿包裹了
吗？”“谁去拿的包裹？”——领读“XX替老师拿包裹”。创造其他的语境，引导学生进行整体输出
“XX替老师上课，XX替老师开门”等。这样利用所学语块及相应语境进行讲解的输入方式，可以
不断扩展学生接触的语块长度，在输入中达到适当的巩固作用。
④语块巩固
教师除了在课堂上对所学知识点进行精讲多练外，还应利用课后练习选词填空及作业的形式，
4) 本文此处分别给出教案，并不是意味着在教学过程中，两者相互独立进行教学。针对点不同的教学过程的设计相
辅相成，相互补充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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让学生对所学语块达到字、形、义的全面掌握。
⑤语块输出
在本课第二课时的开始阶段，教师需要对学生所学语块进行听写，这种方法不仅能促进学生在
课后对语块的巩固，而且也能考察出学生对语块的掌握程度。
2.针对框架语块的教学设计
本文将关联短语、带空语言结构和语法构式都归纳在框架语块的范围内，前两者都是比较容易
识别的语块，而后者语法构式语块则是教学难点也是重点。
1)框架语块输入方式教学设计
框架语块是影响学习者语句表达正确性、地道性的重要因素。因此，教师所采用的框架语块教
学方式必须结合所学的固定语块和搭配语块，并与语境相结合，进行整体输入。
2)框架语块练习方式教学设计
初级学生由于词汇量较低、语言系统性不足，导致其自我练习能力及活跃性都比较低，因此框
架语块也就并不能像固定语块、搭配语块那样完全由学生自行练习，教师需要参与整个练习过程
中。教师可以运用问答、排序、替换和改错等方式带领学生练习。
3)框架语块输出方式教学设计
话题表达及作文的写作则是促进学习者进行语块输出的主要方式。这两种稍微高于学生水平的
输出方式，不仅会提高学生对已学知识的组织能力，而且更会刺激学生的求知欲，达到意想不到
的学习效果。
4)框架语块的教学设计案例
与固定语块及搭配语块的案例相同，本文的框架语块教学案例也以《汉语教程》（第一册下）
第18课《我去邮局寄包裹》中的框架语块结构为设计对象。第18课中，最重要的框架语块就是
“连动句”这一语法构式。
①语法语块化
划分连动句的构式结构。根据连动句的语义涵义，本文对连动句进行以下两种构式的划分：行
为方式、工具+行为动作；行为动作+行为目的
②语块输入
通过导入，激活学生记忆中的已知的组块。
如：“你周末打算去哪儿”——“去公园”“去星巴克”“去电影院”等。
“你怎么去”——走路、骑自行车、坐出租车
根据学生的回答，进行领读“我打算周末走路去公园”、“我打算周末骑自行车去星巴克”、“我打
算周末坐出租车去电影院”等。“你去公园做什么？”“你去星巴克做什么？”“你去电影院做什
么？”“你来中国做什么？”根据学生的回答领读“我周末去公园散步”、“我去星巴克和朋友聊天”、
“我去电影院看电影”、“我来中国学习汉语”。
③语块巩固
运用联想法、搭配法等形式帮助学生进行语块的练习为了让学习者在学习的过程中，达到听说
读写综合性的练习，教师也可以设置书写和陈述的操练环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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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语块输出
将学生分成两人一组，商量假期的旅行计划，进行对话模拟，并在课堂上进行表演。
课后，让学生以“最有意思的一次旅行”为题，进行作文创作，教师对学生的作文成果进行修改
评析。

Ⅴ. 针对语块的教学设计总结与反馈
本章针对不同的语块类型进行了课堂教学设计。其整个设计囊括了讲解、练习、输出的环节。
每个教学环节层层相扣，能让学生自然而然地掌握学习新的语法点。利用语境等形式进行讲解，
也能使学生学习到语块的语用环境。
固定语块、搭配语块和框架语块之间有密切的联系，本文虽然将其分开进行课堂活动设计，但
是在实际的操作中，其相互渗透。无论是在教学设计的过程中还是在教学活动进行的过程中，教
师必须时刻具有语块意识，既要确保自己对语块整体提取、使用，又要确保学生对语块的整体输
出，引导其整体语块意识的构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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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강좌에서의 중국문화교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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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Hee-Chang (Hanyang University). At the Education of the Chinese Culture Education in
Language Courses
Language and culture have close ties to each other. When it comes to the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understanding of the language not only includes but also requires a considerable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Culture is broadly inclusive, it is based on multiple academic disciplines, and the approach is
very different depending on the various viewpoints.
Actually, the culture is regarded as all the existential and intangible things such as the living
behavior of the people living in a certain environment, mind, norms, history, and heritage. In
the case of China, it is impossible to educate the culture through one or two courses because
of a long history.
However, among the cultures, some are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members who live
in the present age and others are not. Also, certain cultural elements may disturb
communication or cause misunderstanding if they are not well understood.
In this research, I classify cultural elements into a knowledge culture, a daily life culture,
and a communication culture. The knowledge culture is the thing that is not related to the
daily life of contemporary people, the daily life culture is the thing that is related to
everyday life of those people, and the communication culture is the thing that may cause
communication disorder. By classifying the cultures, it is designed to navigate the list of
cultural professors to be treated in language education.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Chinese language education, I analyzed the five introduction
course teaching materials and found out how those cultural elements were introduced. By
doing this, I try to design the list of cultural elements to be treated in the introductory
courses in Chinese
Key Words: Chinese education, Chinese culture, hearthstone culture, communication culture,
communication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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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글
언어와 문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 2언어 학습에서 언어에 대한 이해는 상당
부분 문화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
로 요구되기도 한다. 임재민(2017)은 제2외국어 교과 교육과정 에서 내용체계에 있어 언어영역과
문화영역으로 구분되고 있어 교과서의 언어기능영역과 문화영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언어
문화의 통합교육은 교사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구조적 모순에 대해 지적한 한
바 있다.1)
그런데 대학 교육에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문화에 대한 교육은 보통 교양 또는 전공
과정의 문화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집중적으로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전공의 경우 필수
과목인 경우가 많지만, 교양 교과의 경우 대부분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전공자들의 중국어 입문
과정은 어학강좌의 접촉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학교, 학원, 문화센터 등등 중국어를
배울 기회는 매우 많아졌고, 중국어 학습자 수를 따지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 또한 국내 일부 대학에서는 중국어를 전교생이 필수로 학습하
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기초과정 어학강좌의 경우 어학적인 목표는 비교적 명확히 설정하고 정해진 바의
어학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지만, 문화적 요소에 대해서는 임재민(2017)의 지적처
럼 교육적 체계가 부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II. 문화교육에 관하여
중국어교육에 있어 문화교육을 다룬 연구는 이재승(1994)2)의 호칭사용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
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3)
오길용(2002:462)4)은 ‘문화란 그 포괄하는 범위가 넓고 여러 학문분야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 지향하는 목표 또한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 보는 관점에 따라 접근방법이 다르다’고 말
하면서 대학의 교양 외국어가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외국어를 익
히는 수준으로의 교육이 아닌 세계를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을 기르기 위
한 문화교육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한바 있다. 그리고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나 임재민(2017)
역시 현행 중국어 교육에서 언어와 문화의 통합교육이 교사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진행됨을 문
제로 지적하면서 문화교육의 병행을 강조하고 있어, 어학교육에서의 문화교육이 여전히 문제점
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유방식이나 생활양식을 포함하며 공동체 안에서 일반적이
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생각과 행동을 두루 보여주는 문화의 보고이고 총화이다. 문화는
1)
2)
3)
4)

임재민(2017) ｢언어와 문화 통합교육에 대한 예비 중국어 교사의 인식 연구｣, 뺷중국언어연구뺸, 제68집, 243-264.
李載勝(1994) 「現代漢語 속의 呼稱使用에 관한 小考」 뺷중국어문론집뺸 제9집, p55-74.
최금실·오현주(2013) 「한중 수교 20년간의 국내 중국어 문화교육 연구동향」 뺷언어학연구뺸 Vol.18 No.2, p69-86.
오길용(2002) ｢중국어교육과 문화교육의 병행에 대한 연구 -대학 교양중국어를 중심으로-」 뺷중국언어연구뺸 제15집,
p46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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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언어의 상위 개념으로서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일정한 환경 안에서 언어를 습득하며 이
러한 환경은 각자 나름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사람이 습득하는 언어는
바로 그가 살고 있는 사교집단과 환경의 문화에 의해서 결정된다.(문정혜:2017:133-134)5)
박경자·장복명(2011) 제 2 언어 능력이 언어학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화적 능력으로 구성되
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세 가지 능력은 모두 상호 연관되어 있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제2언어학습에 있어서 제2언어교사는 첫 시간부
터 문화적 지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6). 여기서 문화적 능력이란 중류정도의 교육을 받
은 모국어 화자가 갖는 문화와 문명의 지식을 말하며, 문화교육의 목적은 목표어 문물에 대한
이해와 목표어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문화와 사상을 이해하는 것, 즉 문화적인 정보와 유형을 인
식하고,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는 능력7)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문화에 대해 정보문화, 행동문화, 성취문화로 구분하였는데, 평균적인 교육을 받
은 모국어 화자들이 그들의 사회, 지리, 역사, 영웅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와 사실을 정보문
화로,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환경, 전통의 상호작용 등 일상생활의 총체를 행동문화로, 목표어
문화의 성취업적을 성취문화로 설명하고 있다.8)
앞서 언급되었듯이 문화란 그 포괄하는 범위가 넓어서 명확히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张占
一(1984:63-64)9)은 언어교육에 있어 문화란 지식으로서의 문화와 소통을 위한 문화10)로 나누어
소개한바 있다. 소위 지식문화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상호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단어나 문장에 대해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화적 배경
과 관련된 지식을 의미하며 박경자·장복명(2011)이 제시한 정보문화와 성취문화가 그러하다. 그
리고 소위 교제문화란 어떤 단어나 문장의 문화적 배경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오해가 생길 정
도로 소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지식을 의미하며, 박·장(2011)이 제
시한 행동 문화가 그러하다.11)
지식문화는 넓은 의미의 문화범주에 속하고 교제문화는 좁은 의미의 문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조미연(2007)은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중국의 역사와 지리 등과 같은 지식문화
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좋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중국인과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오
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만약에 중국인의 생활방식이나 습관과 관련된 교제문화에 대한 지
식이 없다면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거나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고 본다.”하였는데,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학습에 있어 교제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식문화 중에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고는 해도
5) 문정혜(2017)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제고를 위한 중국문화교육一考」 뺷중국과 중국학뺸 제30호, p133-151.
6) 박경자·장복명(2011) 뺷언어교수학뺸 박영사, p32, p40참조.
7) 박경자·장복명(2011:44) Lafayette&Schulz(1971)의 제안을 소개함.
8) 박경자·장복명(2011) p40-44참조.
9) 张占一(1984:63-64) 「汉语个别教学及其教材」 뺷语言教学与研究뺸 第3期, p57-67.
10) 두 종류 문화로의 구분과 관련하여 백경숙(2012)은 대문자 ‘Culture’로 표현되는 거시문화 혹은 정예(elitist)문화와
문화 간 의사소통을 위한 소문자 ‘culture’로 표현되는 일상생활의 문화(hearthstone culture)를 언급하였고, 이봉지
(2001)는 문화교육의 기본 지침으로 ‘기본행위문화’(culture compormentale fondamentale)라는 표현을 소개하였다.(이봉
지:2001;백경숙:2012재인용;박찬욱:2014 참조).
이봉지(2001)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목표 문화 교육」 뺷Foreign Languages Education뺸 8(1), 359-374.
백경숙(2012) 「한국의 대학 영어교육과의 문화 관련 교과목 분석을 통한 제언」 뺷사회언어학뺸 20(2), 239-268.
박찬욱(2014) 「중국어 말하기수업에서의 문화교육이 지향할 점에 대하여」 뺷인문학논충뺸 36, 485-516.
11) 李晓琪、赵金铭(2006:100)主编 뺷对外汉语文化教学研究뺸 商务印书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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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초급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등
장해야 하며 어떤 것들이 불필요한지 교수요목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에서 필요한 문화요소를 선별하고 요목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범주를 나누고, 각
문화요소들의 성격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张占一(1984)은 문화를 지식문화와 교제문화로 구분
하였고, 박·장(2011)은 정보문화, 행동문화, 성취문화로 구분하였으며, 백경숙(2012)은 거시문화와
일상생활 문화로 구분하여 소개한 바 있다. 그리고 언어교육에서 요구하는 문화는 당연히 교제
문화, 행동문화, 일상생활 문화일 것이지만, 이들 문화범주 구분에만 의존하기에는 애매한 부분
들이 많고 어떤 문화요소는 그 범주 구분이 애매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차(茶) 문화는 그 기원과 역사 또 지역별 명차의 종류 등이 소통에 장애가
되는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지식문화이자, 정보문화, 성취문화이지만, 현대 중국인의 생활과 차
마시기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국인들은 항상 차 마시는 보온병을 들고 다니
고 어디서나 끓는 물이 제공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비중이 크다. 또한 이런 행위적인 부분이
언어적 소통과는 무관해 보이지만, 만약 찻집을 가게 되면 차를 주전자로 주문하거나 잔을 추가
하는 등 차 마시는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원만한 소통을 할 수 없는 요소까지도 포함되어 있
다.
문화에 대한 광의의 정의는 일정환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행동, 정신, 규범, 역사,
유산 등 형성된 모든 유·무형의 것을 아우르는 총체일 것이며,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의 경우
문화를 한 두 강좌를 통해 교수 학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 중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생활과 관련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으며, 또 어떤
문화요소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원만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의 구분을 지식문화와 일상생활 문화, 의사소통문화로 구분하여 현대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지 않은 것을 지식문화로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을 일상생활 문화로 그리고 언
어사용에 있어 의사소통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사소통문화로 분류함으로써 어
학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화교수요목을 탐색하고자 한다.

III. 어학교육에서의 문화교육 현황 탐색
본 연구는 국내 출판된 중국어 기초과정 교재들을 대상으로 어학교육과 문화교육이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 탐색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기초과정 중국어강좌에서의 문화교수목록
을 정립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정유선(2009)12)은 문화교육에 직접적 형태와 간접적 형태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형태로 본문의 읽기가 중국문화를 소개하거나 중국어 또는 한국어로 해설이 있는 경우를 제시하
였고, 간접적인 형태로 어휘나 대화 내용, 본문 속에 간접적으로 문화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제시하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재 분석에 있어 상술한 문화 구분과 더불어 정유선이 제
12) 정유선(2009:384) 「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뺷비교문화연구뺸 제13
권 제2호, p37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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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두 가지 교육 형태 역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중국어 입문과정교육에서의 중국문화교육 현황을 탐색하고자 국내 5 개
중국어 전문 출판사의 대표 교재시리즈 입문과정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의 탐색
대상 출판사는 넥서스CHINESE, 다락원, 시사중국어사, 중국어뱅크, JRC북스 이고 각 출판사의
대표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는데, 연구분석 대상이 된 교재는 넥서스CHINESE의 중국어교
실, 다락원의 신공략 중국어, 301구, 마스터 중국어, 시사중국어사의 완성중국어, 중국어뱅크의
한어구어와 The 중국어 그리고 JRC북스의 참 쉬운 중국어가 그 대상이며, 각 시리즈에서 입문단
계인 제 1권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 표 1> 분석 대상 교재
교재명

저자

출판사

발행연도

비고

①

신 공략 중국어 기초

马箭飞 외 2인

다락원

2000

편역

②

301구 상

康玉华 ․ 来思平

다락원

2006(개정)

편역

③

중국어교실 상

한민이

넥서스CHINESE

2007

④

마스터중국어 1

박정구 ․ 백은희 ․

다락원

2008

⑤

완성중국어 1

김준헌 ․ 왕혜경

시사중국어사

2012

⑥

한어구어 상

戴桂芙 외 2인

중국어뱅크

2013(개정)

⑦

The 중국어 1

毛海燕 외 3인

중국어뱅크

2014

⑧

참 쉬운 중국어 1

JRC중국어연구소

JRC북스

2015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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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개국 거주 화교 고등학생의 언어 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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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Zhou Wei, (Soongsil University). An Analysis of Language Attitude of Ethnic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in Three Southeast Asian Countries.
Nowadays, the ethnic Chinese in Southeast Asia account for more than 80% of the entire
overseas Chinese population (Wang, 2008). It was estimated that the total number of ethnic
Chinese in Southeast Asia was about 33.486 million (Zhuang, 2009). Research on language,
especially on language attitude of ethnic Chinese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has increased
than before (Xiao & Xu, 2000; Zhu, 2005). However, the academia has not ever explored
adequate researches on ethnic Chinese high students in terms of language attitude of the
languages. Hoare (2001) claims that the fate of a language depends to a large extent on the
contemporary language attitudes, and especially those of young people.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language attitude of the ethnic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aged from 13 to
16 years old) in Southeast Asia, focusing on three countries: Indonesia, Thailand, and
Malaysia. High school students from Kai Dee Middle School (开智中学) in Malaysia, Yixin
Middle School in Thailand, and Santo Paulus High School in Indonesia participated in the
present study. A total of 776 valid samples (189 samples in ndonesia, 313 samples in
Thailand and 274 samples in Malaysia) of language attitude questionnaire were collated. 11
language attitude-related elements in affective, behavioral, and cognitive components were
composed with respect to the multiple languages use in these countries: national language,
English, local Chinese dialects, Mandarin, and others. To analyze the language attitude of
ethnic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in the three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 following
questions are addressed. 1. What are attitudes of ethnic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towards
the languages they can reach in life? 2.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the differences of the
ethnic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in terms of language attitude? As these three Southeast
Asian countries that border with each other, they provide distinctive growth environment for
ethnic Chinese teenagers. The data analysis reveals intriguing findings about the language
attitude of the ethnic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in different countries. Through the results
found in the present study, distinct language attitudes of high school students may due to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ituations of each country as well as students’ and
individual situation can be the reason for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language attitude
of ethnic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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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A group in a society usually distinguishes itself by its language and its cultural norms and values
are transmitted through language (Mukhuba, 2005). Language attitud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language choice, language use, and language development, and the research on this topic has been
popular among linguists, sociologists, and psychologists (Wang & Song, 2012). Ethnic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from three secondary school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econdary school chosen
in Malaysia, Kai Dee Middle School (开智中学), is a well-established Chinese medium independent
school, which is also the only Chinese private secondary school in Bintulu District. In Thailand, Yixin
Middle School (一新中学) was chosen. Located in Chiang Mai Province, Yixin Middle School mainly
consists of the descendants of Kuomintang of China. For the research in Indonesia, the students from
Santo Paulus High School, West Kalimantan Province, have assisted with the present study.

II. Research Method
The classic, by Rosenberg & Hovland (1960) proposed a tripartite model of language attitude that
an attitude is composed of affective (individual’s emotional reaction to a language), behavioral (or
conative, individual’s behavioral tendency towards language in a certain way), and cognitive
components (individual’s belief structure). To examine the Singaporean Chinese’s language attitude,
Xu, Chew, & Chen (1996) conducted a research applying 7 characteristics to a language: beauty,
usefulness, prestigiousness, cordiality, authoritativeness, friendliness, and easiness and the respondents in
this study were asked to evaluate the languages using these characteristics. In the present study, 4
more characteristics were added: accuracy, elegance, convenience, and efficiency. The characteristics
‘beauty’, ‘friendliness’, and ‘cordiality’ measure the affective component; ‘easiness’, ‘convenience’,
‘accuracy’, and ‘efficiency’ measure the behavioral component; ‘Usefulness’, ‘prestigiousness’,
‘authoritativeness’, and ‘elegance’ measure the cognitive component of language attitudes.
Based on participants’ language ability, a hard copy of the questionnaire in English, Chinese, Thai,
or Bahasa Indonesia was distributed to ethnic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More than one language
was allowed to choose for the questions reflected language characteristics. The researcher and two
teachers from the relevant school stayed with the students for incomprehensible questions during
answering process. Data was systematically analyzed by using excel.

III. Findings and Discussion
851 ethnic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from three countri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With the
assistant of teachers, all distributed questionnaires were retrieved. After eliminating the blan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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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omly answered questionnaires, a total of 776 (91.2% of the total) valid responses were collated.
1. Language attitude of Indonesian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189 valid questionnaires were collated in Indonesia. As shown in Figure 1, the students show a
contrasting view towards the tested languages. As for the affective component, the respondents
generally consider that Bahasa Indonesia retains the best affective quality than the other languages in
point of being friendly and cordial. English, followed by Chinese dialects, was marked higher than
other languages as the most pleasant language to hear, which indicates that the participants show a
strong preferences for the two languages on account of an identity on cultural origins of these two
languages.
Figure 1
Indonesian ethnic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language attitude

Next, regarding the behavioral component of the language attitude Bahasa Indonesia prevails other
languages to a large extent. English and Chinese dialects are considered similarly less easy to learn to
speak, less convenient to use, less accurate to use and less efficient than Bahasa Indonesia. The
respondents negatively evaluate Mandarin on the behavioral component. Chinese dialects performed
better than Mandarin on the affective component and also the behavioral component, which shows that
the respondents apply more Chinese dialects to their daily life instead of Mandarin.
Regarding the cognitive component, Bahasa Indonesia acquires a much lower evaluation than
English in ‘elegance’, ‘prestigious’, and ‘usefulness’ of the cognitive component of language attitude
and due to being the national language in Indonesia, it is marked the highest in ‘authority’
characteristics. Mandarin gets a better evaluation in cognitive attitude, and it is even evaluated slightly
higher than Bahasa Indonesia on three characteristics other than ‘authority’.
2. Language attitude of Thai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313 valid questionnaires were collated in Thailand. As shown in Figure 2, the respondents tends to
view all the three languages (Mandarin, Thai and Chinese dialects) they may encounter in their daily
life in a relatively balanced manner for the affective component and they show a much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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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ces in English―the language they do not use much in life.
Figure 2
Thai Ethnic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language attitude

However, the respondents show more favorable attitude towards Mandarin and Thai over the local
Chinese dialects when it comes to the behavioral component, which shows Mandarin and Thai are
similarly more used in their daily life instead of dialects. One notable finding is that English gets
only one high evaluation for the characteristics of efficient for its social use, which might reflect that
the respondents have a good level of proficiency in English and they attach commercial value on
English.
Thirdly, regarding the cognitive component, the respondents evaluate Mandarin and English in an
equal way over Thai and dialects. Similar with the Indonesian Chinese respondents, Thai Chinese
respondents again show a low evaluation on Chinese dialects.
3. Language attitude of Malaysian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274 valid samples of questionnaire were collated Malaysia. As shown in Figure 3, the respondents
have a clear-cut attitude of the tested languages, which is in stark contrast to the attitudes of Thai
and Indonesian respondents. Except being slightly disadvantaged than English in cognitive attitude
evaluation, Mandarin prevails other languages in affective component and behavioral component. In
behavioral component and cognitive component, the evaluation of the national language—Bahasa
Malaysia and the local Chinese dialects does not go beyond 10% in every characteristics. English is
the second language they would choose to use in daily life on account of the second place it is
ranked for behavioral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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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alaysian Ethnic Chinese high school student language attitude

IV. Conclusion
Based upon the analysis of language attitude survey among ethnic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following conclusions are obtained.
Due to the prohibition of Mandarin education in Indonesia for a long time, ethnic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evaluate Mandarin in a neutral way without much affective factors. Wang (2006)
claims that Indonesian Chinese identify themselves as Indonesian, although they maintain emotional
attachment towards China and it culture. In this study, it can be seen that the emotional attachment
of the respondents mainly rely on the Chinese dialects instead of Mandarin.
Thai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did not show strong affective preference on any language. They
marked Chinese dialects lower than Thai and Mandarin in behavioral attitude evaluation, which reflects
the dim prospect of the local Chinese dialects. A rather high evaluation on Mandarin in all three
aspects of language attitude can be attributed to both emotional attachment and economic success of
China, which shows that Mandarin still owns it room for development in Thailand, but it is the
opposite situation for Chinese dialects.
Malaysian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acknowledge the high social status of English as well as
taking strong pride in Mandarin. Chinese dialects are declining rapidly among the respondents
compared to other studies. As the national language, Bahasa Malaysia gained a rather low evaluation
on every aspects, which might be the result that as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living within the
ethnic Chinese community without complex social relations, the mastery of the national language
seems un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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刘丽莎

및 대회 한어 교학 연구) ((明洋洋 (MING YANGYANG) 연세대) (연세대 공자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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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교재 기사문(祈使文 )의 사용현황분석

윤상희
(중앙대학교)
Youn, Sang-Hee (Chung-Ang University). Analysis of use of The Imperative sentence in
Chinese textbooks
The imperative sentence are categorized into five kinds of meaning function; command,
suggestion, prohibition, recommendation, request. According to each classification criteria, only
338 sentences were analyzed by extracting only sentences from 22 textbooks of 11 kinds of
Chinese beginner textbook series. It was found that 224 sentences were used in the
subcategory of the article command, and it was most prominently used at a rate of 65%.
The next most requested feature is the request sentence, which is the second most frequently
used rate. These command and request sentence accounted for 90% of the inquiries of the
articles.The characteristics of the articles in the Chinese beginner textbook series were mainly
composed of ‘吧’, which was used to make the command sentences soften. As a result, 58%
of the beginner Chinese articles were found to be the main form of the inquiry with ‘吧’
command and ‘请’request. 7% of the recommendation of the inquirer who requested not to
do , and 3% of the suggestions which showed the subjective request and suggestion of the
speaker. As a result, through the beginner’s Chinese textbooks, it is found that the main
functions of the articles are mainly command and request functions, and there are other
functions to suggest and recommend.

I. 서론
중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재란 교사에게는 교수요목의 지침서이며 학습자에게는 학습해야 할
내용이며 학업성취평가의 시작이 된다. 중국어 교육은 대부분이 회화와 교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교재의존적인 학습 현장에서 중국어 교재의 중요성은 상당하다. 특히 처음 중국어
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있어서 교재에 사용된 중국어 표현은 중국어를 배워 활용하는 첫 번째 관
문이라 할 수 있다. 교재를 통해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문장유형 가운데 의문문과 평서문을
가장 많이 접한다. 질문하기와 대답하기는 초급학습자에게 가장 전형적인 문형이다. 그러나 대화
의 배경과 참여자를 살펴보면 감탄문, 청유문, 명령문도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어 초급교재 본문의 담화배경은 보
통 학교이며 참여자는 친구관계가 주를 이룬다. 이 때 중국어 학습자는 요청, 거절, 제안, 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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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특정표현을 교재 본문을 통해 학습한다.
본 연구는 현재 시중에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국어 교재 11종 22권13), 초급 중국어 1,2권
시리즈만을 채택하여 어료를 수집하였다. 초급중국어 교재만을 채택한 이유는 중급자나 고급자
보다 초급자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초급 수준에 해당하는 각 시리즈별 1권과 2권을 선택하였고
22권의 초급 교재 회화 문장에서 기사문 338개 문장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사문이 무

엇인지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고 기사문의 형식을 따라 교재에서 수집한 338개 구문을 통해 중국
어 교재에 사용된 기사문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교육현장에서 기사문이 어떻게 활용되어
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방안은 추후에 논의하고자 한다.

II. 본론
1. 기사문 (祈使句)의 특징

중국어 문법책에서 기사문을 찾기는 쉽지 않다. 기사문을 검색하면 記事文만 찾을 수 있다.
중국어 명령문이라고 해야 문장종류의 한 부류로 인식하고 있고 기사문(祈使句)은 사전에서 검
색도 되지 않는다. 기사문을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말이다. 통사
적 형식으로 볼 때, 주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나 보통 ‘你, 您, 你們, 咱們, 我們’이 오고 서
술어는 주로 동사가 사용되지만 형용사도 가능하며 문미에 어기조사 ‘吧, 罷, 啊, 呀, 哇, 哪’ 등
이 쓰인다. 화용적 특징은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보통
청자가 제시어가 되면서 행위의 주체자가 된다. 기사문의 의미기능은 명령, 금지, 건의, 권조14),
청구의 다섯 기능으로 나뉜다. 아래 <표 1>은 명령과 건의의 통사적 형식과 예문이다.
< 표 1> 명령문과 건의문
명령문(命令句)
动作动词“V”

건의문(建议句)
你要先回去好好反省

走! 出去！

情态动词“要”

“快”+动作动词“V”

快跑！

“一定”强调标记+“要”

你一定要咬紧牙关斩断情丝

“赶紧”+动作动词“V”
“给我”+动作动词“V”
单音节动作动词“V+V”
动作动词“V”+“着”
形容词“A”+“点儿”
动作动词“V”+ 一下

你赶紧抓呀！
都给我住手！
等等！
你听着！
你们安静点儿
等一下！

“千万”强调标记+“要”
情态动词“得”
“必须”强调标记+“得”
“可”强调标记+“得”
“还”强调标记+“得”
情态动词“应该”

那你们千万要给我保密
你得朝他们要钱
这忙你必须得帮啊
你可得好好想一想
几位这明儿还得来一趟
你应该忍住

명령문에 주로 나타나는 특징은 동사와 부사의 결합인데 보통 재촉하는 표현이 많고 행위를
나타내는 동작동사와 감각동사를 통해 명령한다. 건의문은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심적 태도를
주로 나타내는 정태동사 ‘要, 得, 應該’의 3종류가 사용되며 청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부사 ‘必
须, 一定, 千万’ 이 자주 사용된다. 명령문과 건의문은 기사문의 긍정문에 해당된다. 반면에 부
13) 더 중국어 1,2. 비주얼 중국어 회화 1,2. 베이직 중국어 1,2. 신개념 중국어 1,2. 실력 업 중국어 1,2. 스마트 중국어
1,2. 스타일 중국어 1,2. 중국어 마스터 1,2. 차이니즈 하이웨이 1,2. 카이신 중국어 회화 1,2. 한어구어 1,2.
14) 권조(劝阻)란 그만두게 말리다라는 뜻으로 기사문의 부정형식으로 금지와 권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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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금지문과 권조문이다. 아래 <표 2>는 금지문과 권조문의 통사적
형식과 예문이다.
< 표 2> 금지문과 권조문
금지문(禁止句)
“不能”禁止标记
你可不能去
“不许”禁止标记
不许请假
“不可以”禁止标记
你不可以改变它顺序
“不准”禁止标记
你不准插嘴
“不得”禁止标记
不得歧视学生

권조문(劝阻句)
“别”否定标记
“不要”否定标记
“甭”否定标记
“不用”否定标记
“不必”否定标记
“不该”否定标记
“少”否定标记

别走
你们不要再出什么事情了
您甭为我费心
你不用紧张
不必下跪
您可不该跟我争
你少讽刺我

금지문은 허락되지 않는 강한 금지를 요할 때 쓰며 환경적 요인에 의한 금지가 많다. 금지의
표기형식은 ‘不許, 不得, 不能, 不可以’의 4종류가 있다.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어떤 행
동을 저지하거나 만류할 때의 권조문은 ‘別, 不要, 甭, 少, 不該, 不用, 不必’의 7종류가 있다. 금
지문과는 달리 화자의 주관적 색채가 강하다. 마지막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할 때 쓰이는 청
구문은 예의표기어(禮貌標記) ‘請, 麻煩你, 勞駕, 幇我’가 문두에 첨가되며 문말에는 ‘好不好(好
嗎), 行不行(行嗎), 成不成(成嗎)’이 사용된다. 청구문의 특징은 예의표기어가 위의 긍정표현의
명령문과 부정표현의 권조문과 함께 공기하며 건의문과 금지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기사문의 의미기능 명령, 건의, 금지, 권조, 청구를 나누면 긍정형 기사문에는 명령문과 건의문
이 있으며 부정형 기사문에는 금지문과 권조문이 있고 예의표기어를 첨가할 때는 명령문과 권조
문에만 사용되어 요청하는 문장인 청구문이 된다.
2. 중국어 교재 기사문의 사용현황

초급 중국어 교재 시리즈는 모두 11종 22권이며 본문 회화에서 기사문만을 추출하여 총 338문
장을 분석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기사문의 의미기능 5종류 명령, 건의, 금지, 권조, 청구의 분류
형식을 따라 분석하니 명령문이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되었다. 주로 사용된 문장들은 아래 예문
과 같다.
(1) 你在这儿等

( 여기에서 기다려 )

(2) 你来试试

( 입어봐요 )

(3) 再等一等

( 잠시 좀 기다려요 )

(4) 你拿着

( 네가 들고 있어 )

(5) 快点儿

( 좀 빨리 해 )

기사문 338문장 가운데 명령문의 기본형식 V형, 동사중첩 ‘V+V’형, 동사의 상태진행을 나타내
는 ‘V+着’형식, ‘A+一点兒’의 형식이 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명령문의 형식으로 화자와 청자
의 관계는 친한 친구 사이에 주로 사용되었다. 위 예문 (1)에서 (5)와 같은 일반적인 명령문은
338문장 가운데 87개가 쓰였고 약 2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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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你推荐一下吧

( 추천 좀 해봐요 )

(7) 你赶快回去拿吧

( 빨리 돌아가서 가져와요 )

(8) 我们先上车吧

( 우리 먼저 차에 타요 )

(9) 你感冒了，吃点儿药吧

( 감기에 걸렸구나, 약을 좀 먹어라 )

(10) 一起去玩儿玩儿吧

( 같이 가서 놀자 )

어기를 부드럽게 하고 강요적인 느낌을 배제시키는 기능을 하는 어기사 吧를 첨가한 명령문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예문 (6)에서 (10)까지의 예문과 같이 吧자를 추가하여 어감을 부드럽게
한 명령문이 338문장 중 137개로 40%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기본형식 V형을 사용한 명령문보다
어기사吧를 추가한 부드러운 명령문을 더 많이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사문에서 명령문이
차지하는 총비율은 65%에 달한다.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심적 태도를 주로 나타내는 정태동
사를 사용하는 건의문은 要, 得, 應該의 3종류가 주로 사용되었다.
(11) 你也要小心别感冒

(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해 )

(12) 你需要在家休息

( 집에서 쉬어야 해 )

(13) 你的头发太长了，该理一理了 (네 머리카락이 너무 길다. 이발을 해야겠어 )
(14) 你得坐公共汽车去

( 너는 버스를 타고 가야 해 )

(15) 你应该坐726路

( 너는 726번 버스를 타야 해 )

예문 (11)에서 (15)에서 보여주듯이 건의문은 화자가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하여 청자
에게 화자의 말을 듣도록 건의하고 있다. 338문장 중 11개 문장이 수집되어 3%를 차지하였다.
초급중국어 교재 본문에서는 금지문에 나타나는 ‘不許, 不得, 不能, 不可以’를 찾을 수가 없었
다. 이는 금지문이 허락되지 않는 강한 금지를 요할 때 쓰며 환경적 요인에 의한 금지이기 때문
에 대화 참여자가 주로 친구관계, 사제관계, 고객과 점원의 관계에서는 금지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하여 어떤 행동을 저지하거나 만류할 때의 권
조문 표기어 ‘別, 不要, 不用’의 3종류가 주로 기사문의 부정형으로 나타났다. 예문 (16)에서 (18)
은 권조문에 주로 나타난 표현이며 기사문 338문장 중 22개 사용되었으며 7%에 해당한다.
(16) 别担心

( 걱정하지 말아라)

(17) 不用送我

( 배웅할 필요 없어 )

(18) 不要回公司了 ( 회사로 돌아가지 말아라 )

청구문은 예의표기어(禮貌標記) ‘請, 麻煩你, 勞駕, 幇我’가 문두에 첨가되며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할 때 쓰인다. 문말에는 ‘好不好(好嗎), 行不行(行嗎), 成不成(成嗎)’이 사용되기도 한다.
(19) 请出示一下您的护照

(여권을 좀 보여 주세요)

(20) 麻烦您，请帮我照张相。

(죄송하지만, 사진 좀 찍어 주세요)

(21) 一起去百货商店，好吗？

(함께 백화점에 가면 어때요?)

- 292 -

(22) 借我用一下你的手机，行吗？ (핸드폰 좀 빌려 사용할 수 있을까요?)
(23) 周末去看电影，怎么样？

(주말에 영화보러 가면 어때요? )

예문 (19)에서 (23)은 청구문에 주로 나타난 표현이며 모두 85개 사용되었으며 25%에 해당한
다. 이와같이 초급중국어 교재의 기사문을 분석한 결과 금지문은 중국어 교재에서 사용되지 않
았으며 명령문 65%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청구문이 25%, 권조문 7%, 건의문 3%의
비율로 나타났다.

IV. 결론
기사문은 의미기능 5종류 명령, 건의, 금지, 권조, 청구로 분류된다. 각각의 분류 기준에 따라
초급 중국어 교재 시리즈 11종 22권의 본문 회화에서 기사문만을 추출하여 총 338문장을 분석하
였다. 기사문의 하위 부류인 명령문이 224문장 사용되어 65%의 비율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요청하는 기능의 청구문이 25% 비율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었
다. 이렇게 명령문과 청구문이 기사문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보아 중국어 초급 교재에서는 명
령하고 요청하는 기능을 주로 하였다. 초급 중국어 교재의 기사문의 특징은 어기사 吧를 주로
사용하여 어감을 부드럽게 한 ‘吧’ 명령문이 40%를 차지하였고 청구문은 ‘請’을 주로 사용한 요
청이 18%에 달하였다. 이로 볼 때 초급중국어 기사문의 58%가 ‘吧’명령문과 ‘請’청구문으로 기
사문의 주요한 형식이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기사문의 부정형
식인 권조문이 7%, 화자의 주관적인 요청과 건의를 나타내는 건의문이 3%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로써 초급 중국어 교재를 통해 기사문은 주로 명령하고 청구하는 기능이 대부분이며 그 외에
건의하고 권조하는 기능들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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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词 “就”的用法分类及对外汉语教学研究

明洋洋
(延世大学博士课程)

Ming,Yang-Yang (Yonsei University). the Usage of the Adverb “就” and a Study in
Teaching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In Chinese “就” (pronounced “jiu” in Chinese)is the most commonly used adverb, as it has
a wide usage in Chinese and it is difficult to find its counterpart in Korean. Many Korean
students who are leaning Chinese fell difficult to study this word. It is explained by different
meanings in some dictionaries. In additional the meaning it expresses varies with its position
in a sentence. So we can say it is a nodus in teaching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This
paper consists of four parts: the first part classified the usage of the adverb “jiu”, in this
part “jiu” is divided into 5 kinds of usage, including the time adverb “jiu”1, the quantity
adverb “jiu”2, the limit adverb “jiu”3, the conditional adverb “jiu”4 and the modal adverb
“jiu”5; the second part classified the corpus and listed the uses of “jiu” according to their
frequency, the frequency of “jiu” is followed by time adverb “jiu”1, modal adverb “jiu”5,
conditional adverb “jiu”4, limit adverb “jiu”3 and quantity adverb “jiu”2; the third part
analyzed the two Chinese textbooks published in Korea and pointed out shortage of the
textbooks; the last part, based on the first three parts, put forward suggestions on the
compilation of textbooks on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and how to teach it well. It was
wished that this can be helpful to teaching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在现代汉语中“就”是最常用的副词1)，“就”又是一个甲级词汇2)所以往往在对外汉语教材的初级
阶段就会出现。《现代汉语词典》中分为8个义项，又细分为16个小项；《现代汉语八百词》中
分为副词、介词、和连词三种词性，然后又分为七种、四种和一种用法，《现代汉语虚词词典》
将“就”分为用于时间、数量、限定范围、和表示意志和坚定四大类别。面对如此之多又复杂的分
类，在对外汉语的教学过程中“就”的讲解无疑会成为一个难点。本文的研究目的在于通过对副词
“就”3)的用法进行梳理，然后对韩国出版的初级教材中其各种用法的出现顺序、讲解内容等方面

的问题进行阐述，最后提出教学意见，旨在对韩国学生的汉语教学方面有一定的帮助和指导作
用。
“就”的用法很广，而在韩语中很难找到与其对应的某一个词，再加上就在句中的位置不同，所
1) 《现代汉语频率词典》（1986）中“就”的使用频率为第11位，是副词和连词使用频率最高的一个词。
2) 《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1992）
3) “就”的连词和介词及动词用法不再本文研究范围之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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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达的意思会不同，这无非是对外汉语教学的一个难点。例如：
(1)他明天就来。
(2)他就明天来。
(3)就他明天来。
(1)句“就”是表示时间的副词，指向时间“明天”，表主观小量，即4)说话人认为该事件即“他”“来”

是在很短时间内（明天）发生的。(2)句是表示限定范围，相当于“只”，意思是“他”只明天来，隐
含着“其他时间不来”的意思。(3)句也是表示限定，这里是限定对象，意思是只有他明天来，别人
明天不来。在同一种句式中，“就”的位置就可以觉得它所代表的意义，可见“就”的用法是相当之
复杂，那对于外国留学生来说“就”的用法和意义不是一个用一两句话就能解释明白的语法点。接
下来，我们就把“就”的用法进行分类和整理。

I. “就”的用法分类
本文参考《现代汉语词典》、《现代汉语八百词》、《实用现代汉语语法》，将副词“就”的用
法分成以下五大类，分别是时间副词就1，数量副词就2，限制副词就3，条件副词就4和语气副词
就5，具体内容如下。
1. 时间副词“就1”
a. 用于已然事件。“就”表示说话人认为事件发生早。
(4)小英差十分八点就到了。5)
b. 用于未然事件。

表示该动作即将发生或状态即将发生变化。句子里一般有表示时间的词语，因为是可以表示变
化的，所以虽然是表示未然的句子，但是句子末尾通常会出现语气助词“了”。
(5)我姐姐下个月就要结婚了。
c.

表示动作接连发生。“（刚）（一）V1（了）就V2”“就”在这里是表示V2是在V1发生后接着

发生的，两者存在着先后关系。
(6)一看你的作业就知道了这不是你做的。
(7)下了班就要去上课
2. 数量副词“就2”。根据情况，又分为两种情况。
a. 表示主观上认为数量少，“就”前指。
(8)可以走着去,走十分钟就到了。
马真（1981）就提出“现代汉语里，有一部分副词可以用来修饰数量词，表明说话人对某数量的看法和态度。”之后
施关淦（1988）也论述了关于“就”能表达说话者在时间上的主观看法。而“主观量”的概念最早由陈晓荷（1994）提
出，他指出“主观量是含有主观评价意义的量，与‘客观量’相对立。”，“主观量表达的是说话人对量的大小的主观评
价”。他还将主观量分为主观大量和主观小量两类，并且通过语义分析得出以下结论，即他认为“就”是来表达主观小量的。
5) 例句(4)~(19)均出自于<맛있는 중국어>和<중국어 마스터>系列教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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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表示主观上认为数量多，“就”后指。
(9)小英一逛街就是六七个小时。
3. 限制副词“就3”。
a. 限制动作或状态的范围。
b. 限制对象即人或事物的范围。
(10)别人都有了自己的心上人,就我还是孤单一人。
(11)昨天就你没来。
4. 条件副词“就4”。
“就”的指向的内容是前文提出的某种条件或要求的最典型的、且容易满足条件的例子。
(12)别着急,在网上就能订。
5. 语气副词“就5”
a.

当“就”表示加强语气或肯定语气时一般使用“就+是+名词”或者“就+在+名词”等形式，这裡的

名词成份是话者在主观意识上想做加强语气的部份。这里的“就”没有增值或减值强调的功能，因
為“就”所指向的语义成份不是一个可以量化的内容，而是事物、场所或一般名词，在语用上所强
调的部份是句子的述题部份，即这里的“就”只是单纯的加强语气的作用。
(13)就是那位,他就是姜教授啊？
b. 在祈使句中起到缓和语气的作用。
(14)网恋就是‘见光死’,你就想开点吧。
c. 在转折句中起转换话题的作用，或交代一种新情况的发生。
(15)中国可就大不一样了。
(16)这个手机很好看,就是有点儿贵。
d. 反问句中加強反问语气。

从语义上来看“就”在反问句中是对其后面成份的强调，也就是加强反问语气的作用。从语用上
看“就”在反问句里其实是使整个句子更加鲜活有力，有时更强烈地表达话者对对方不满或埋怨的
心情。
(17)如果每个人都是双眼皮,大眼睛,瓜子脸,那我们的地球不就成了“娃娃大世界”了吗？e. 表达说

话人的意志。
(18)不错,我就买这双吧。
f. 表示忍让，多用于“V就V吧”结构。
(19) 贵就贵点吧,只要她喜欢就好。

II. “就”的使用频率排序。
以上是对 “ 就” 的用法分类，下面通过对语料库的收集和分析，力求找出在语料库中最常用的
“就”的用法。通过对语料库信息的分析6)，得出副词“就”的使用频率从高到底依次为：时间副词就
6) 搜索过程：在CCL语料库中点击“选择范围”-“当代”-“大陆作家”-“池莉”。为了计算方便，按先后顺序选择了500个例
句作为研究对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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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语气副词就5，条件副词就4，限制副词就3和数量副词就2。
< 表 1 ： “就”的使用频率 >
统计结果

副词“就”的用法分类
时间副词就1

数量副词就2

出现次数

就1-a
就1-b
就1-c
就2-a

55
21
126
19

11%
4.2%
25.2%
3.8%

就2-b

6

1.2%

就5-a
就5-b
就5-c
就5-d
就5-e
就5-f

41
51
104
11
25
12
25
4

限制副词就3
条件副词就4

语气副词就5

所占比例

总计

500

40.4%

5%
8.2%
10.2%

20.8%
2.2%
5%
2.4%
5%
0.8%

37.4%

100%

III. 在韩出版的汉语教材分析
通过对在韩出版两种的汉语会话书的分析，我们发现目前在教科书里对 “就”的讲解很没有系
统，有待完善，具体的分析结果如下7):
首先<맛있는 중국어>系列汉语会话教材的问题是第一，没有把“就”作为一个单独的语法点来讲
解，这样在讲解其他用法的时候就会有衔接不上，或者学生们理解不透彻的问题。因为以词组形
式出现的 ‘就’的用法，很多都是建立在 ‘就’的基本意义之上的，所以要把本义解释清楚，然后再
讲其他用法的话，学生接受起来会更容易。第二，第三册的第十课，和第四级的第十三课两次语
法点‘一……就’，这种编排上的重复，会造成学生会混淆。第三，第二册的第十七课，第三册的
第十八课对 ‘就要……了’都有讲解，内容重复。这一系列的教材建议需要补充解释的语法点有(1)
表达自己意愿(2)数量副词(3)表示主观大量或者小量的用法。
下面我们来看一下<중국어

마스터>系列教材的问题，首先对“就”这一语法点的讲解过少；第

二，个别“就”的解释与例句的用法不一致，易造成学生混乱。这一系列的教材需要补充的语法点
是(1)时间副词“就1”(2）数量副词“就2-1”(3）语气副词“就5”。
最后我们对两套教材中所出现的“就”的用法按照所占比例的多少进行比较，结果如下

7) 教材选择：在‘교보문고’主页（www.kyobobook.co.kr）上进行汉语会话书-销售量的检索。检索结果如下：맛있는
중국어1, 신공략 중국어 기초면, 티엔티엔 중국어1, New 301구로 끝내는 중국어회화 (합본) 。然后在 ‘ 인터파크’
的主页（http://www.interpark.com）上用同样的方法检索，结果如下：맛있는 중국어1, 중국어 마스터1, 신공략 중
국어 기초면, 티엔티엔 중국어1, 니하오 중국어 회화 -기초편。（搜索日期：2017年1月12日）由于신공략 중국어 기
초면一书是在中国国内编辑出版后韩国翻译的书籍，所以不在本次研究范围之内。最后选择了《맛있는
중국어》
1-6册以及 《중국어 마스터》1-6册作为研究对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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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不同意义的 “就”的出现频率 >
顺位
1
2
3
4
5

<맛있는 중국어>
语气副词就5
时间副词就1
数量副词就2
条件副词就4
限制副词就3

所占比例
42%
36%
10%
2%
0%

<중국어 마스터>
时间副词就1
语气副词就5
条件副词就4
数量副词就2
限制副词就3

所占比例
46%
36%
12%
4%
2%

从上面的表格我们可以看出，两套教材里“就”的出现和其意义分布比例岁略有差异，但是语气
副词和时间副词所出现的频率相对来说非常高，大约所有例句的占80%。这和第二章语料库“就”
出现频率研究结果相对一致。

VI. 副词“就”的教学方法及教材编写建议
1. 副词“就”的教学方法

首先作为一名从事对外汉语的教师要了解“就”的用法，在讲解过程中，切忌与韩语一一对应翻
译，本文通过上下文语境和文章内容来引导学生理解“就”的含义。老师应抓住重要义项，不宜把
“就”的所有用法通篇大论。提倡通过对比和替换练习让学生熟悉“就”的用法，比如，通过有“就”

和没有“就”句子记下对照练习，“就”和“只”的替换练习，以及同一文章里“就”的位置变化从而产
生的句子意义的不同进行练习，让学生们正确地掌握 “就”的各种用法，渐渐培养学生自然使用
“就”。也可以通过跟学生讲解“就”的本意，即动词“接近”的意思，由此引申出时间副词，条件副

词等用法，从而帮助学生理解。
2. 教材编写建议

前文我们分析的“就”的使用频率为时间副词就 1，语气副词就 5，条件副词就 4，限制副词就 3
和数量副词就 2。而黄璐阳（2009）提出“就”的习得顺序为就 1-c>就 1-b/就 1-a>就 5-a/就 4，即时
间副词“就”的用法是最容易被学生掌握的，然后是表示确认以及条件的用法。前面我们分析的两
本教材都没有考虑到学生们对“就”的习得顺序，即没有从时间副词“就 1”开始。8)一般来说同一个
词的不同义项或者同一个语法点的不同用法，学习者先习得的义项或者用法是相对容易，后习得
的义项或者用法相对较难。再考虑到“就”的用法频率，所以我们认为两本教材在副词“就”的不同
用法的编排上来看，既没有按照习得顺序，也没有按照使用顺序。另外，对教材中出现但并没有
作为语法点进行讲解的“就”的用法，建议补充一些说明，或将其用法统一收录在附录中，以便学
习者参考。最后，相关的义项可以在相近的几课中安排，同一义项不要重复在语法点中出现，以
免造成学生混淆。

8) <맛있는 중국어>一级下册，第三课出现“今天就是我的生日”，这里的“就”翻译成“바로”，<중국어 마스터>教材一
级第九课出现“那就三百吧”，这里的“就”翻译成“곧,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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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结语
“就”的用法很广，而在韩语中很难找到与其对应的某一个词，再加上就在句中的位置不同，所

表达的意思会不同，这无非是对外汉语教学的一个难点。本文一共分为四个部分，第一部分对副
词“就”的用法进行分类，第二部分主要是通过对语料库中的例句进行分类并将副词“就”的用法频
率进行排序，第三部分是对在韩出版的两类汉语教材进行分析，找出教材编写方面的不足之处，
最后一部分是在前三个部分研究成果的基础上对对外汉语教材编写及教学方法方面提出建议，希
望在对外汉语教学方面有一定的帮助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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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교환을 통한 중국어 작문과제의 수행과 평가

崔胤京
(仁川大學校 仁川大學校 中語中國學科 副敎授)

1. 서론
쓰기 영역인 중국어 작문에 취약한 경향을 보이는 현상이 중국어 학습자들에게서 자주 관찰된
다. 중국어는 구두어와 서면어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중국어 수준이 높아질수록 구
두어에서 사용하는 형식 그대로 작문을 하기는 어려우며, 서면어 작성에 필요한 필력이 요구된
다. 이것은 작문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습 및 연습이 별도로 요청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말
을 사용한 글쓰기도 어려움이 보고되어 요즘은 대학 교양과정으로 많은 학교들이 글쓰기 작문교
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외국어 분야 작문 교육의 어려움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
을 것이다.
외국어 작문을 잘 하려면, 당연한 사실이지만 작문 연습을 많이 하고 피드백을 받아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해당 외국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
다. 그러나 수강인원과 교수자의 한계 등으로 인해 작문 수업 설계는 여러 가지 제한된 문제를
가지게 된다(이종진 1997). 교수자 1인이 한 학기 내내 수강 인원 전체의 작문 내용을 거의 매주
확인해서 수정하고, 피드백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와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
습자를 일대일로 연결하여 서로의 목표어를 함께 공부하는 언어교환 프로그램의 한 방법으로
“중국어-한국어 언어교환을 통한 중국어 작문 학습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국어-한국어 언

어교환”은 중국어와 한국어를 각각 1시간 이상 씩 시간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중국어 학습 시간
에는 중국어만 사용하고 한국어 학습 시간에는 한국어만 사용하여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다1). “중국어-한국어 언어교환을 통한 중국어 작문 학습모형”은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경우
언어교환 학습을 하기 이전에 중국어 작문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미리 중국인 친구에게 빨간펜
으로 수정 및 교정을 받은 후, 피드백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자신의 작문 내용을 기본 자료로
삼아 중국어 언어교환 시간에 중국인 친구와 중국어를 공부하는 학습모형이다.
이와 같은 학습방법을 취했을 때, 본 학습모형이 학생들의 중국어 작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학생들은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언어교환
을 통한 작문 학습모형은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Oxford(1990)의 학습전략 가운데 상위인지전략
(Metacognitive Strategies) 그리고 사회적전략(Social Strategies)과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위인지전략은 학습을 설계하고 학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계획하며 방법을 탐구하고 고민하면
서 발달되는 학습전략이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작문 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
1) “중국어-한국어 언어교환”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최윤경(201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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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가지고 학습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자신이 중국어로 작문한 내용을 피드백 받음으로써 자
신의 수준과 실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상위인지전략과 연관된다. 사
회적전략은 말하거나 쓰는 방법 등으로 중국어로 소통을 시도하려고 노력하며, 원어민과의 대화
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태도 가운데 개발되는 학습전략이다. 본 연구 참여자
는 중국어가 모국어인 중국인 멘토 친구와 협력해서 중국어 작문을 연습하며, 중국인 멘토 친구
에게 수정 및 피드백을 요청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중국인의 생각
과 감정을 인식하게 되므로 사회적전략과 긴밀히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이 두 학습전략이 발달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학습 모형이 결론적으로 건설적으로 평가된다면 중국어 작문 교육의 새로운 학습모형이자
작문 수업이 갖는 한계를 해결하는 중국어 작문 학습설계의 희망적인 모델로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중국어-한국어 언어교환 중국어 작문 학습모형
2.1 중국어 -한국어 언어교환 중국어 작문과제 학습모형
“중국어-한국어 언어교환 중국어 작문과제” 학습모형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우선 중국어로 작

문을 하고, 완성한 작문을 중국인 멘토 친구에게 전달하여 빨간펜으로 교정 및 수정을 받는다.
중국어 학습자는 첨삭 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중국인 멘토 친구를 직접 만나 중국어-한국어 언
어교환을 한다. 중국어를 사용하는 시간에는 피드백 받은 작문자료를 대화 자료로 활용한다. 교
정 및 수정제의를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집중적으로 연습, 훈련, 질문, 토론 및
대화를 나눈다. 주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다. 이때 언급된
내용 가운데 유용한 자료는 가능하면 작문 내용으로 보충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중국어 작문은
원고지를 사용하며 원고지 사용법에 맞춰 작성하되, 분량은 상관없으나 HSK 5급 작문 시험의
요구사항에 맞춰 최소 80자 정도는 되도록 한다.
중국어 작문 후 중국인 멘토 친구한테 교정 및 수정제의 받은 내용은 사진으로 찍어서 온라인
으로 교수자에게 제출한다. 교수자는 작문 내용이나 작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학
습자들에게 총괄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중국어-한국어 언어교환을 통한 중국어 작문과제 학습
모형’의 절차를 간단히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작문

중국인
멘토
피드백

언어
교환

작문
제출

교수자
피드백

〈그림1〉 중국어 -한국어 언어교환 중국어 작문과제 학습모형

중국어 작문과제의 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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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과제 유형 1

垃圾

保护

环境

작문과제 유형 2

应该

扔

위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80자
정도로 작문 하세요.

이 사진과 내용이 결부되도록 80자
정도로 작문하세요.

〈그림2〉 중국어 작문과제 유형 예시

중국어 작문과제를 하고 중국인 멘토 친구에게 피드백을 받아 온라인으로 사진을 찍어 교수자에게 제출한
학습자의 과제 수행 실제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림3〉 온라인으로 제출한 중국어 작문과제 수행 예시

학습자가 교수자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한 중국어 작문과제인 〈그림3〉을 보면 문장의 첫 부분에
서 두 칸을 띄지 않고 한 칸만 띄어쓰기 한 것을 볼 수 있다. 길이도 80자에서 약간 부족하다.
교수자는 이와 같이 학습자가 수정해야할 부족한 점을 전체적인 총평과 함께 온라인으로 회신한
다.
2.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한 학기에 걸쳐 〈그림1〉의 학습모형에 따라 실험을 진행한다. 연구과제 및 절차, 대
상, 그리고 연구결과 산출을 위해 사용하는 통계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제 및 절차
“중국어-한국어 언어교환을 통한 중국어 작문 과제”가 학습자들의 작문 실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학습계획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학습효과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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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학습전략인 상위인지전략과 사회적전략의 활용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가? 이 과제
를 학습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작문 과제가 효과적인 교수 방안
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 실험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분야에 걸쳐 검증
을 해보려고 한다. 첫째, “중국어-한국어 언어교환 중국어 작문과제가 학습자들의 작문 수준 향
상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국어 작문과제 실시 전-후인 학기 초와 학기 말에 학습자
들의 작문 수준을 테스트 한다. 둘째, 과제 실시 전후인 학기 초와 학기 말 두 번에 걸쳐 학습자
들의 상위인지전략과 사회적전략 수준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고 통계분석으로 학습자들의 학습전
략 활용 현황을 검증한다. 셋째, 설문조사에는 학습자들의 중국어 작문에 대한 인식과 작문과제
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포함한다.
(2) 연구대상

본고에서 설계한 ‘중국어-한국어 언어교환 중국어 작문과제 학습모형’은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과제로 실시한다. 즉, I대학 소속으로 ‘중국어-한국어 언어교환을 통한 작문과제’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기 희망하되, 다만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자들에게 실제
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2) HSK 작문문제와 연결해서 작문과제를 실시하고자 한다. 한 학기 동안
HSK 5급 이상의 성적을 받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있는 중급 수준의 학습자들이 연구에 참여할

것이며, 학습자들은 HSK 5급 작문영역(寫作) 제2부분인 99번과 100번에 해당하는 80자 단문쓰기
두 문제를 작문 주제로 삼고 작성하게 된다3). 학습자들은 한 학기 동안 총 10회 이상, 한 회 당
두 개의 작문을 하게 된다.
이들 학습자는 I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유학 와 있는 길림사범대학과 대련외국어대학의 한국어
과 3학년 학생과 일대일로 짝을 맺고, 각자 상대의 목표어에 대한 멘토가 된다. 이때 각 그룹은
각자의 목표어 수준이 비슷하도록 묶는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표본은 “중국어-한국어 언어교환 작문과제” 학습모형에 따라 성공적으로
과제를 이행하고 실험의 사전-사후에 실시하는 테스트와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최종 학습자
총 28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3) 통계분석을 위한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중국어 작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사전-사후 테스트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계프로그램은 SPSS이다. 설문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2) 중국어 작문 능력의 함양은 중국어 학습자들의 실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이용되는 중국어 공인 능력 시험에서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작문은 중국어 학습자들이 꼭 습련해야 하는 영역이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공신력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수험생들이 참여하는 시험이 HSK이므로, 이 시험의 단문작문
문제를 작문과제로 삼는다.
3) HSK 5급 쓰기 영역(書寫)은 제1부분과 제2부분으로 크게 나뉜다. 제1부분은 91번부터 98번까지로 총8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6개의 중국어 어휘가 주어지는데, 수험자는 이들 어휘의 순서를 적절히 배열하여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만들게 된다. 제2부분은 99~100번의 총2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99번 문제는 보기로 주어지는 5개의 중국어
어휘를 사용하여 80자 정도 길이로 중국어 작문을 하는 것이며, 100번 문제는 제시된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내용
이 결부되도록 80자 정도로 작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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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인 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하며, 사전-사후 분석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두 종속표본 t검정으로 검증한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작문과제가 학습자들의 작문 수준에 미치는 영향
“중국어-한국어 언어교환을 통한 중국어 작문과제”가 학습자들의 작문 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작문과제 실시 전과 후인 학기 초와 학기 말 두 차
례에 걸쳐 HSK 5급 작문 시험 유형과 동일하게 중국어 작문 테스트를 실시하였다4).
학습자들의 작문 수준 평가를 위해서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어 교수자 1인과 함께 채점
을 하였다. 채점 기준은 중국 교육부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의 규준에 따랐다. 본 연구의 중국
어 작문과제 유형1에 해당하는 HSK 5급 99번 문제에 대한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의 답안지 채
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 HSK 5급 99 번 문항에 대한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의 채점기준
점수
0점
낮은 점수
중간 점수
높은 점수

답안지 채점기준
공백
5개의 어휘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내용이 연관되지 않으며, 어법에 착오가 있고,
잘못 쓴 글자가 비교적 많다.
내용이 일관되고 논리에 맞으면서 어법에 착오가 있다.
내용이 일관되고 논리에 맞으면서 소량의 잘못 쓴 글자가 있다.
내용이 일관되고 논리에 맞으면서 편폭이 불충분하다.
5개의 어휘가 모두 사용되었고, 잘못 쓴 글자가 없으며, 어법에 착오가 없고, 내용
은 풍부하고 일관되고 논리에 맞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중국어 작문과제 유형2에 해당하는 HSK 5급 100번 문제에 대한 국가한어
수평고시위원회의 답안지 채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 HSK 5 급 100번 문항에 대한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의 채점기준
점수
0점
낮은 점수

중간 점수
높은 점수

답안지 채점기준
공백
내용과 그림의 상관성이 크지 않다.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어법상에 착오가 있다.
틀린 글자가 비교적 많다.
내용과 그림에 상관성이 있고 논리에 맞으나 어법에 착오가 있다.
내용과 그림에 상관성이 있고 논리에 맞으며 틀린 글자가 적다.
편폭이 충분하지 못하다.
내용과 그림에 상관성이 있고, 틀린 글자가 없으며, 어법상 착오가 없고, 내용은
풍부하며 일관되고 논리에 맞다.

HSK 5급 쓰기 영역(寫作)은 배점이 100점 만점이다. 제2부분에 해당하는 99번과 100번 문제는
4) 테스트 문제 유형은 〈그림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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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각각 30점씩, 총60점 배점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작문시험 채점에 있어
서 HSK 5급 배점 기준과 동일하게 작문유형 1과 2 각각 30점씩 총 60점 만점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의 채점 기준을 보다 분명히 명시하기 위하여 이 채점 기준을 보완
하여 보다 구체화하였다. 낮은 점수는 1-10점, 중간점수는 11-25점, 높은 점수는 26-30점으로 크
게 나누고, 낮은 점수는 0점과 1-10점으로, 중간점수는 11-20점과 21-25점으로, 높은 점수는 26-29
점과 30점으로 세분화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작문유형1의 채점기준이다.
〈표 3〉 작문유형 1 의 채점기준
점수
0
낮은 점수
1-10

11-20

중간 점수
21-25

26-29
높은 점수
30

답안지 채점기준
공백
5개 어휘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며, 편폭이 짧다.
5개 어휘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며, 내용이 연관되지 않으며, 어법에 착오
가 있고, 잘못 쓴 글자가 비교적 많으며, 편폭이 짧다.
내용이 일관되거나 논리에 맞다고 할 수 없는 점이 있고, 잘못 쓴 글자나
어법적 착오가 있다. 편폭이 부족하다.
내용이 일관되고 논리에 맞으면서 잘못 쓴 글자나 어법적 착오가 있다. 편폭
이 부족하다.
내용이 일관되고 논리에 맞으면서 소량의 잘못 쓴 글자나 어법적 착오가
있으며 편폭이 약간 부족하다.
내용이 풍부하지만 완전히 일관되거나 논리에 맞다고 할 수 없는 점이 있고
소량의 잘못 쓴 글자나 어법적 착오가 있다. 편폭은 충분하다.
내용이 일관되고 논리에 맞으면서 소량의 잘못 쓴 글자와 어법적 착오가
있다. 편폭은 충분하다.
5개의 어휘가 모두 사용되었고, 잘못 쓴 글자나 어법상 착오가 거의 없으며,
내용은 풍부하고 일관되고 논리에 맞으며 편폭이 충분하다.
5개 어휘가 모두 사용되었고, 잘못 쓴 글자가 없으며, 어법에 착오가 없고,
내용은 풍부하고 일관되고 논리에 맞으며 편폭이 충분하다.

작문유형2 역시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의 채점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작문유형1의 채점
기준과 마찬가지로 낮은 점수는 1-10점, 중간점수는 11-25점, 높은 점수는 26-30점으로 크게 나누
고, 낮은 점수는 0점과 1-10점으로, 중간점수는 11-20점과 21-25점으로, 높은 점수는 26-29점과 30
점으로 세분화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작문유형2의 채점기준이다.
〈표 4〉 작문유형 2 의 채점기준
점수
0
낮은
점수

1-10

11-20
중간
점수
21-25
높은
점수

26-29
30

답안지 채점기준
공백
편폭이 매우 짧다.
내용과 그림의 상관성이 크지 않다.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어법상에 착오가 있다.
틀린 글자가 비교적 많다.
편폭이 충분하지 못하다.
내용과 그림에 상관성이 있으나 논리적으로 어색하고, 어법상 착오나 틀린 글자가 있다.
내용과 그림에 상관성이 있고 논리에 맞으나 어법상 착오나 틀린 글자가 있다.
편폭이 충분하다.
내용과 그림에 상관성이 있으나 논리적으로 어색하거나 어법상 착오 혹은 틀린 글자가 소량 있다.
내용과 그림에 상관성이 있고 논리에 맞으나 어법상 착오나 틀린 글자가 소량 있다.
내용과 그림에 상관성이 있고, 틀린 글자나 어법상 착오가 거의 없으며, 내용은 일관되고 논리에 맞다.
내용과 그림에 상관성이 있고, 틀린 글자가 없으며, 어법상 착오가 없고, 내용은 풍부하며 일관되고
논리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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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작문유형1의 채점기준과 〈표4〉작문유형2의 채점기준에 따라 작문과제 실시 전-후에 실시한 작문

테스트 결과 학습자들의 중국어 작문 평균 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5〉 작문과제 실시 전 -후 학습자들의 작문 평균 수준
작문유형1
15.29
23.36

사전 작문 평균
사후 작문 평균

작문유형2
19.64
21.86

〈표5〉를 보면, 작문유형1과 작문유형2 모두 사전테스트 보다 사후테스트 결과가 대체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작문과제 수행 이후 실시한 작문 테스트 평균이 실시 이전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난 정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종속표본 t 검정을 통
해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6〉과 같다.
〈표 6〉 중 -한 언어교류 작문과제 효과에 대한 두 종속표본 t검정 결과
작문유형1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유의확률
*p<.01

작문유형2

사전
15.29
8.69
28

사후
23.36
3.28
28

사전
19.64
5.88
28

-6.13
.000

사후
21.86
8.20
28
-3.99
.000

작문유형1과 작문유형2의 사전 평균은 각각 15.29와 19.64이며, 표준편차는 8.69와 5.88이다. 또
한 사후 평균은 각각 23.36과 21.86이며, 표준편차는 3.28과 8.20이다. 사전-사후 작문수준의 차이
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작문유형1의 t통계값은 -6.13, 유의확률은 .000이고, 작문
유형2의 t통계값은 -3.99, 유의확률은 .000으로서 유의수준 .05에서 “중국어-한국어 언어교환을 통
한 중국어 작문과제” 프로그램에 의한 학습자들의 사전-사후 중국어 작문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어-한국어 언어교환 작문과제” 전-후의 중국어 작문 평균의 상관성을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작문유형 1 과 2 의 사전 -사후 상관계수

사전-사후 작문유형1
사전-사후 작문유형2

상관계수

N

유의확률

.662
.966

28
28

.000
.000

*p<.01

작문유형1의 사전 작문 수준과 사후 작문 수준의 상관계수는 .662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다. 상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작문유형2의 사전 작문 수준과 사후 작문 수
준의 상관계수는 .966으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으며, 작문유형2의 경우 특히 상관
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작문유형1의 경우 중국어 작문 실력이 원래부터 좋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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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중국어-한국어 언어교환 작문과제”를 통해 더 좋아지고, 원래 작문 실력이 좋지 않았던
학생은 이 과제를 통해 일정 수준 더 좋아지는 경향을 나타낼 확률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작문유형2의 경우는 작문유형1 보다 상관계수가 높으므로 이러한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난
다. 작문유형1의 경우 어휘 5개가 주어지며, 이 어휘의 의미와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정확한 작
문을 할 수 있다. 작문유형2는 제약된 조건 없이 그림을 보고 자신이 알고 있는 어휘와 어법 범
주 내에서 자유롭게 작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문유형1과 작문유형2 모두 “중국어-한국어 언어
교환 작문과제”를 통해 작문 수준을 높일 수 있지만, 이 중에서도 작문유형2와 같이 상대적으로
작문활동에 제한이 적은 작문을 하는 경우 작문 실력이 높은 학습자들은 더 좋은 결과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4.2 작문과제와 상위인지전략․사회적전략의 관계
(1) 상위인지전략과 사회적전략의 신뢰도
“중국어-한국어 언어교환을 통한 작문과제” 수행 전-후 학습자들의 상위인지전략과 사회적전략

활용도에 차이가 있는지 측정해 보고자 상위인지전략 총10문항, 사회적전략 총6문항으로 구성된
‘중국어 학습전략 측정 검사지5)’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위인지전략은 학습자가 가지

고 있는 또 다른 학습전략의 계발에 미치는 영향력이 특히 큰 전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학습전
략이며, 사회적전략은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는 기본 목적인 중국어의 실제 소통과 관련이 있다
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전략이다.
먼저 상위인지전략과 사회적전략 검사지의 검사 신뢰도를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상위인지전
략의 사전-사후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0.828과 0.682(0.806)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전략의 사전-사후 크론바하 알파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0.891과 0.828(0.844)로 나타
나 대체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8〉 사전 -사후 상위인지전략과 사회적전략의 신뢰도
구분
사전검사
alpha
사후검사
alpha

상위인지전략

사회적전략

0.828

0.891

0.682

0.828

(2) 작문과제가 상위인지전략․사회적전략에 미치는 영향
“중국어-한국 언어교환 작문과제”가 학습자들의 상위인지전략과 사회적전략 사용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중국어-한국어 언어교환 작문과제” 실시 전-후 학습자들
의 상위인지전략과 사회적전략의 사용 평균 수준은 다음과 같다.

5) ‘중국어 학습전략 측정 검사지’는 Oxford(1990)가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전략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설문지인 The Strategy Inventory for Language Learning(SILL) 모형을 바탕으로 박찬규(2010)가
번역한 학습전략 검사지를 다시 중국어 학습자 설문용으로 수정하여 재구성한 검사지이다(최윤경 2012:309).

- 307 -

〈표 9〉 작문과제 실시 전 -후 학습자들의 상위인지전략․사회적전략 사용평균
사용평균
상위인지전략
3.54
3.69

사전
사후

사회적전략
3.52
3.95

〈표9〉에 따르면 상위인지전략과 사회적 전략 모두 작문과제 실시 이후 사용평균이 높아진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종속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10〉과 같다.
〈표 10〉 사전 -사후 상위인지전략․사회적전략에 대한 두 종속표본 t검정 결과
상위인지전략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t
유의확률
*p<.05

사회적전략

사전
3.54
.58
28

사후
3.69
.55
28

사전
3.52
.71
28

-2.62
.014

사후
3.95
.65
28
-4.27
.000

〈표10〉의 상위인지전략을 살펴보면, 상위인지전략의 사전 평균은 3.54 표준편차는 .58이고, 사

후 평균은 3.69 표준편차는 .55이다. 사전-사후 상위인지전략 사용수준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
의성을 검정한 결과 상위인지전략의 t통계값은 -2.62이고 유의확률은 .014로서 유의수준 .01에서
“중국어-한국어 언어교환 중국어 작문과제” 프로그램에 의한 학습자들의 사전-사후 상위인지전략

사용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사회적전략은 사전 평균이 3.52 표준편차는 .71이고, 사후 평균은 3.95 표준편차는
.65이다. 사전-사후 사회적전략 사용수준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사회적전

략의 t통계값은 -4.27이고 유의확률은 .000으로서 사회적전략 역시 상위인지전략과 마찬가지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중국어-한국어 언어교환 작문과제” 사전-사후 상위인지전략의 상관성과 사전-사후 사회적전략

의 상관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작문유형 1과 2의 사전 -사후 상관계수
사전-사후 상위인지전략
사전-사후 사회적전략
*p<.01

상관계수
.859
.697

N
28
28

유의확률
.000
.000

상위인지전략의 경우 사전-사후의 상관계수가 .859로서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
적전략도 사전-사후의 상관계수가 .697로 상관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들 상관관계는 유의
수준 .01에서 유의하였다. “중국어-한국어 언어교환 작문과제”는 학습자들의 상위인지전략과 사
회적전략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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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중국어 학습자들의 작문에 대한 인식과 작문과제 평가
(1) 중국어 학습자들의 작문에 대한 인식

중국어 학습자들은 중국어 작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학습자들의 중국어 작문에 대한 인
식 및 다른 학습 영역과의 비교를 위해 학습선호도와 학습부담 정도에 대해서 듣기, 말하기, 읽
기, 쓰기의 영역별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다. 선호도(1:매우 재미없다～5:매우 재미있
다)와 학습부담(1:전혀 부담없다～5:매우 부담된다) 정도 모두 5점 리커트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 참여자는 중국어 중급수준 이상의 학습자 41명에게 무작위로 실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학습자들은 중국어 말하기 학습을 가장 재미있어 하고, 쓰기 학습을 가장 재
미없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습부담 정도에 있어서는 중국어 읽기 학습에 대한 부담이 가
장 적었으며, 쓰기를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12>는 중국어 영역별
선호도와 학습부담 정도에 대한 설문 결과 평균치이다.
〈표 12〉중국어 영역별 선호도와 학습부담 정도
선호도
학습부담

듣기
3.74
3.18

말하기
4.08
3.32

읽기
3.84
2.92

쓰기
3.18
3.50

HSK 영역별 학습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HSK 영역별 듣기, 독해,

쓰기에 대한 학습부담과 자신감 정도에 대해서 위의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습자들은
독해 영역에 대한 학습부담이 가장 적고, 쓰기 영역에 대한 학습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
하였다. 중국어 영역에 대한 자신감을 묻는 문항에서도 학습자들은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독
해 영역을 가장 자신 있어 하였고 반대로 작문 영역을 가장 자신 없어 하였다. 결과는 〈표13〉과
같다.
〈표 13〉HSK 영역별 학습부담과 자신감 정도
학습부담
자신감

듣기
3.03
3.45

독해
2.81
3.66

쓰기
3.54
3.13

학습자들은 중국어 작문을 재미없어 하고, 학습부담을 크게 느끼며 이 영역에 대해 자신 없어
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학습자들은 중국어 작문이 왜 어렵고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
였다.
HSK 시험에서 듣기와 독해는 많이 듣고 읽으면서 향상되어 왔으나 한자 쓰기가 약해서 작문은 늘
어렵게 느껴집니다. -김아원
중국어 작문은 한자 쓰기의 부담이 있고, 자연스러운 중국어 문장을 만들기 위한 문법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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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나 독해는 문장 속에서 단어만 많이 알아도 대충은 이해할 수 있는데, 작문은 문법도 알아야 하
고 내가 직접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읽을 수 있는 단어에 비해 구사할 수 있는 단
어는 좀 더 제한적인 느낌입니다. -이로아

중국어 학습자들은 중국어 작문 영역이 단어의 소리뿐 아니라 한자를 올바르게 쓸 줄도 알아
야 하고, 중국어다운 매끄러운 문장을 써 내려가야 하는 부담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HSK 쓰기 영역(寫作)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 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습자들도 있었

다.
HSK 교재를 사서 틈틈이 공부를 해봤는데 쓰기 공부를 제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수가
안나와서 속상했습니다. -이예준

HSK 듣기는 반복해서 듣는 연습을 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독해는 어휘 암기와 문법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성적이 올라갈 것 같은데, 쓰기는 도대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력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채연

(2) 중국어 학습자들의 작문과제에 대한 평가
“중국어-한국어 언어교환 중국어 작문과제”가 중국어 학습자들의 작문 실력 향상에 어떤 도움

이 되었는지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느낀 점을 조사해 보았다.
매주 중국어 작문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모르는 것을 바로 질문하다 보니 더 자연스러운 중국어 표
현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자주 틀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손시원
작문과제는 작문연습이 되었습니다. 원어민의 첨삭을 통해서 어색한 부분 등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
고, 또한 원어민과의 교류를 통해서 중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은 가장 큰 장점
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데 좋았습니다. -김리하

HSK (쓰기 영역) 시험 준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태린

학습자들은 작문과제 첨삭을 통해서 더 좋은 표현을 알아가고, 잘못된 표현을 고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중국어-한국어 언어교환 작문과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 외 중국인과의 교류
를 통해서 중국과 중국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된 점에서 본 과제의 가치를 찾았다. 무엇보다
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어려워하던 HSK 쓰기 영역 시험 준비에 실제적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
서 학습자들은 본 과제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이 외에도 중국어 공부의 여러 방면에서 “중국
어-한국어 언어교환 작문과제”가 좋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단어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김보미
작문뿐 아니라 읽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홍서연

- 310 -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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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혁명(인공지능)시대 한자교육의 미래와 전망
Future and Prospects of Chinese Character Education in the Fourth
Revolution(Age of AI)

이주은
(숙명여자대학교)
Lee, Joo-Eu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Future and Prospects of Chinese Character
Education in the Fourth Revolution(Age of AI)
Hanja is mostly semantic-oriented logographic, but there are signs that indicate sound.
Therefore, Chinese characters using Chinese characters are classified as syllable characters
(logosyllabary). Hiragana, one of the Japanese systems of letters, is a syllabary that represents
syllables. However, spelling is regular in spanish because one letter corresponds to one
sound, even alphabetic, such as English. In other words, the phonogram of Spanish is better.
Our Hangul is also a category of Jamo characters and phonetic characters.
It was a great discovery in language history that devised a method of expressing all the
voices used in a language in a limited consonant and vowel. This is because about 20-30
letters can be used to express all the words in a letter, and the cognitive efficiency including
memory and the like can be maximized, and it can jump to a remarkable thinking ability.
One interesting fact is that the brain circuits involved in reading each character system are
different. There is a reason why I can not. In order to recognize the Chinese characters such
as Chinese characters, the visual information and the concept system must be connec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phonetic characters, the visual and auditory memories and the
phonological elements must be connected to each other. Most characters such as English,
Korean, Chinese, and Japanese are mixed with factual and phonetic elements, so phonological
and semantic analysis are required at the same time, and abundance of cerebral cortical
resources must be activated.
In the brain of a reader who reads Chinese, which is much larger than the alphabet of
English or Korean, the right hemisphere of the brain intervenes more extensively. This is
because the characters in the table require significant visual processing power and spatial
analysis power. It is also said that the frontal motor memory related area is much more
active when reading Chinese. It is presumed that it is probably because it learns by repeating
and writing directly at the beginning of Chinese character learning.
In the case of the frontal lobe, which is activated when reading Chinese, it is also an

- 312 -

important part to deal with human anger control. Therefore, Chinese character education
which can activate this part is also very beneficial and necessary in the present age. At this
point we are talking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ourth Revolu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fusion study involving neuropsychology and cognitive psychology. We also
hope that subsequent research on this study will continue and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be
a starting point.

I. 서론
한자는 대부분 의미지향적인 표의 문자(logographic)이지만 소리를 나타내는 표지도 있다. 그래
서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어를 표의음절 문자(logosyllabary)로 분류하기도 한다. 일본의 문자 시스
템 중 하나인 히라가나는 음절을 대표하는 음절 문자(syllabary)이다. 그러나 스페인어는 영어와
같은 자모 문자(alphabetic)라도 한 글자가 한 가지 소리에 대응하기 때문에 철자법이 규칙적이다.
즉 스페인어의 표음 문자(phonogram)성이 보다 뛰어나다. 우리 한글도 자모 문자이자 표음 문자
의 범주에 들어간다.
한 언어에서 사용되는 모든 음성을 한정된 자음과 모음으로 표현하여 전달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은 언어역사상 위대한 대 발견이었다. 이렇게 대략 20-30여개 정도의 글자로 모든 말소리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기억 등을 비롯한 인지적 효율이 극대화되어 놀라운 사고능력으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각 문자 체계마다 읽기에 동원되는 두뇌 회로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중국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를 인지하려면 주로 시각 정보와 개
념 시스템이 연결되어야 하고 표음 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각 및 청각적 기억 그리고 음운
적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영어나 한글, 중국어나 일본어 등 대부분의 문자는 사실 표의
적 요소와 표음적 요소가 섞여 있으므로 음운적, 의미적 분석이 동시에 요구되며, 추상화 능력이
필요하므로 상당한 대뇌 피질 자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모 문자인 영어나 한글과 달리 표의문자비중이 훨씬 높은 중국어를 읽는 독자의 두뇌의 경
우, 대뇌 우반구가 보다 광범위하게 개입한다. 표의문자는 그 특성상 상당한 시각적 처리 능력과
공간적 분석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어를 읽을 때 전두엽 운동기억(motor memory) 관
련 영역이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된다고 한다. 아마도 한자를 배우는 초기에 반복적으로 직접 써
보면서 배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1)
중국어를 읽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인 전두엽의 경우, 인간의 분노조절 등을 다룰 수 있는 중
요한 부분이기도 하기에,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한자 교육 또한 현시대에 매우 유익하
며 또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인공지능과 4차 혁명을 거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어를 사용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본론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신경심리
학, 인지심리학 등을 아우르는 융·복합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앞으로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
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연
1) 박순, 이준용, 김정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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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II. 책 읽는 두뇌
1. 언어 발달

피아제가 제공한 발달 단계를 통하여 언어, 추리, 추상화와 같은 정신적 기술이 패턴 인식, 셈
하기, 물리적 직관 능력(아기들이 물건을 두드리고 물어뜯고 잡아당기며 얻은 지식)과 같은 단순
한 기술에 겹겹이 덧쌓여서 구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과학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이룩한 발
전을 통해 이러한 기본적 기술이 극적으로 규명되었고, 기술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법이 발달
한 결과 교육자들은 괄목할 만한 도약을 해낼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2. 문자로 된 언어 2)

최초의 문자 시스템은 5,000에서 10,000년 전의 미술(예술 활동이자 문자로 여겨지는 동굴 벽
화 등)에서 생겨났다. 그 이후 문자 체계가 퍼져나가면서 진화한 것이다. 우선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기원전 3100년에 사용되었던 고대 수메르 문자에서 태양의 상징은
산봉우리 사이 골짜기에 내리쬐는 태양을 본뜬 두 개의 반원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수메르 문자
들은 서서히 변형되며 진화하였다.
기원전 3300년에서 3200년 사이에 수메르인들인 사용하기 시작한 문자 상징은 초기에는 사물
의 모습을 비슷하게 본 딴 그림 문자로서 개념을 직접 표상하였지만 서서히 설형문자(cuneiform)
로 추상화되면서 발전하게 된다. 이 문자는 아직 굳지 않은 진흙 면에 갈대 끝으로 기록하여 모
양이 마치 쐐기처럼 생겼기 때문에 설형(楔形) 혹은 쐐기 문자라고 한다. 주변 사물을 비슷하게
모사하거나 숫자를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사용한 표식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두
뇌 회로를 개척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문자 시스템이 서서히 추상화되기 시작하면 본래의 모
습과 많이 달라진 문자를 알아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명시적인 교육과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하게
된다. 문자 상징은 점점 더 특별한 인지적 재 조직화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수메르인이 개발해낸 문자 체계의 의의에 대해 미국 터프츠대학교의 매리언 울프 교수는 다음
과 같이 말했다.
“글을 쓰고 읽고 가르칠 때 필요한 새로운 인지 능력을 감안했을 때[수메르 문자가] 갖는 의미는 가
히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문자 시스템은 새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기록되면서 더욱 발전해 나갔다. 돌로 돌에 쓰던 것이
2) 박순, 이준용, 김절렬 (2017) 뺷영어책 읽는 두뇌뺸, 뉴로 사이언스러닝 152-155p.
3) Woof(2009) 52-5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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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로 점토에 쓰는 단계로 그리고 잉크로 양피지에 기록하다가 이제는 디지털 신호를 활용한
픽셀 형태로 변해왔다. 이렇게 보다 세련된 필기도구의 진화로 인해 음성언어를 대표하는 문자
시스템이 보다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단지 사물의 모습을 모방하는 수준에서 말소리를
문자로 표현하게 된 것이다.
물론 각 시스템 별로 결과물은 다르다. 한자는 대부분 의미지향적인 표의 문자(logographic)이지
만 소리를 나타내는 표지도 있다. 그래서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어를 표의음절 문자(logosyllabary)
로 분류하기도 한다. 일본의 문자 시스템 중 하나인 히라가나는 음절을 대표하는 음절 문자
(syllabary)이다. 그러나 스페인어는 영어와 같은 자모 문자(alphabetic)라도 한 글자가 한 가지 소

리에 대응하기 때문에 철자법이 규칙적이다. 즉 스페인어의 표음 문자(phonogram)성이 보다 뛰어
나다. 우리 한글도 자모 문자이자 표음 문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한 언어에서 사용되는 모든 음성을 한정된 자음과 모음으로 표현하여 전달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은 언어역사상 위대한 대 발견이었다. 이렇게 대략 20-30여개 정도의 글자로 모든 말소리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기억 등을 비롯한 인지적 효율이 극대화되어 놀라운 사고능력으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각 문자 체계마다 읽기에 동원되는 두뇌 회로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중국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를 인지하려면 주로 시각 정보와 개
념 시스템이 연결되어야 하고 표음 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각 및 청각적 기억 그리고 음운
적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영어나 한글, 중국어나 일본어 등 대부분의 문자는 사실 표의
적 요소와 표음적 요소가 섞여 있으므로 음운적, 의미적 분석이 동시에 요구되며, 추상화 능력이
필요하므로 상당한 대뇌 피질 자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자모 문자인 영어나 한글과 달리 표의문자비중이 훨씬 높은 중국어를 읽는 독자의 두뇌의 경
우, 대뇌 우반구가 보다 광범위하게 개입한다. 표의문자는 그 특성상 상당한 시각적 처리 능력과
공간적 분석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어를 읽을 때 전두엽 운동기억(motor memory) 관
련 영역이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된다고 한다. 아마도 한자를 배우는 초기에 반복적으로 직접 써
보면서 배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4)
3. 디지털 시대의 뇌

언제 어디에서나 정보가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에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너무 많은 자극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수많은 정보가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으려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책을 탐독하고 남의 말을 경청하며 집중력을 유지하는 대신 대충 훑어본
다음에 지나치고 만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삶이 통신으로 연결되면서 정보를 암기하는 일이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전화번호를 외우거나 운전 경로를 머릿속에 그려볼 필요가
거의 없는 시대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데 굳이 정보와 숫자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러한 생활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댓가를 초래할지는 아직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어쨌든
기술이 가져다 준 변혁으로 타격을 입는 뇌 영역이 해마5)임은 곧 입증되리라 본다. 정보를 기억
4) Woof(2009) 57-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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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대가 훑어보는 것은 해마가 아닌 전두엽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심층적인 학습
에는 전두엽과 해마 둘 다 필요하다. 따라서 기억력 훈련을 게을리 한다면 해마가 위축될 가능
성이 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유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건강한 해마야말로 지
금 현재 뇌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향후 치매의 위험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는 날마다 잠시라도 시간을 들여 기억력 훈련을 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다.

Ⅲ. 결론
기원전 8000년부터 기원전 1000년까지 작은 물표에서부터 ‘용골(龍骨)’ 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어떻게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 흥미로운 역사의 기저에는 보이지
않는 뇌의 적응과 변화의 사연이 숨어 있다.
새로운 문자와 각각의 체계가 요구하는 점차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에 맞춰 뇌의 회로가 재편
성되었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지적 역량의 레퍼토리가 풍부해지고 서서히 변화해 놀랍고도 훌륭
한 사고의 도약을 이룩한 것이다.
이 흥미로운 역사의 기저에는 보이지 않는 뇌의 적응과 변화의 사연이 숨어 있다. 새로운 문
자와 각각의 체계가 요구하는 점차 복잡하고 다양한 조건에 맞춰 뇌의 회로가 재편성되었고, 그
럼으로써 인간의 지적 역량의 레퍼토리가 풍부해지고 서서히 변화해 놀랍고도 훌륭한 사고의 도
약을 이룩한 것이다.
특히 중국어란 표의문자는 전두엽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다가오는 4차 혁명 인공
지능 시대에 한자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마무리를 맺고자 한다.
인간 사고의 최고 높은 단계에서 전두엽의 활성화와 그 역할의 중요성을 본론에서 논하고 있
는데, 이는 최근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분노조절장애의 극복과 자존감의 회복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더 연구를 진행해 보아야 알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한자 교육
의 필요성은 더 절대적이라고 본다.
이에 필자는 한자 교육과 보급의 시급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4차 혁명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한자 교육이야말로 인문학의 위기 탈출 뿐 아니라,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
한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 까 조심스레 제언을 해 본다.

5) 감정과 관련된 정보는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기억에 더 깊이 새겨진다. 따라서 오래 저장될 가능성도 더 크다. 다
리 붕괴나 학교 총기 난사 등의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고 무력감이나 깊은 슬픔을 느낄 경우, 그 사건을 기억할
가능성도 커진다. 또한 해마는 무엇보다 당신에게 적합하거나 특이하다고 간주하는 정보부터 기억한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평소에도 해마는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피질로 전달할 가치
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만을 취사선택한다.
- 마지드 포투히 지음, 서정아 옮김 (2014) 뺷좌뇌와 우뇌 사이뺸 186-187p, 토네이도미디어그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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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를 활용한 효과적인 중국어 교육에 관한 제언
-콘텐츠 설계를 중심으로-

이현숙
(서일대학교)
Hyun, Suk-Lee (Seoil University). English Title. Suggestions for Effective Chinese Education
Using Media - Focus on contents desig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tents of Chinese educational contents using
media. In the 7th foreign language curriculum, the vocabulary and grammatical elements are
reduced and the learning activity is focused on cultivating communication ability. However, in
the actual school scene, the majority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is devoted to lecture
as another academic field
professors, and students are also recognizing foreign languages 
rather than a means of dialogue. In the 21st century education, the new education method
and path using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multimedia are pioneered, and the
computer and the internet technology are used in the education, and the learner does not go
directly to the library or the lecture room, Can be identified immediat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internet education and to examine contents
composition and contents utilization in finding the clue of solving the educational reality. The
development of media-based Chinese education contents is a necessary task when considering
the changing educational environment. This can be useful for creating a learner’s self directed language acquisition environment. That is, learning, listening, writing, and speaking
are implemented within a single content. Also, through infinite repetition, learners can always
learn the parts they need, regardless of location and time.
It is hoped that the Chinese media contents modeling using this media will provide basic
data for Chinese media education. In the future, various contents production and development
using media should be done variously.

I. 머리말
본 연구는 미디어를 활용한 중국어 교육 콘텐츠 설계에 관해 고찰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7차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어휘와 문법적 요소가 축소되고,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학습
활동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외국어 교육은 다수가 강의식 교수에 치우쳐
있으며 학생 또한 외국어를 대화의 수단이 아닌 또 하나의 학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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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1세기 교육은 정보기술과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새로운 교육 방법과 경로의 개척과 함께, 교
육에 있어서도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학습자들은 직접 도서관이나 강의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동하면서 학술정보, 사전서비스, 강좌 등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
구는 이러한 교육현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현재 인터넷 교육현황을 알아보고 그 속
에서 콘텐츠 구성, 콘텐츠 활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인터넷 교육 현황
언어의 4가지 기능 중 듣기는 언어 학습이론상 언어의 입력단계에서 제일 먼저 수행된다는 점
과 다른 3가지 언어 기능으로의 전이가 가장 크다는 점, 인터넷 미디어 학습을 고려한다면 모바
일 학습 콘텐츠를 설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교육 현
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업체명

형식

매체

헬로중국어

화상, 전화

하이니하오

학습지,화상, 전화 pc

문정아중국어

동영상강의, 전화

라이브차이나

화상

pc

대상
성인위주

성인,15세 미만
어린이
어린이, 학생, 성인
pc,스마트폰,탭
모두 포함
어린이, 학생, 성인
pc,스마트폰,탭
모두 포함

특징 / 광고 문구
화상1위, 교사 100% 교육센터 근무, 카페 블
로그 등 온라인 유통망 구축
씽씽에듀(15세 미만) 자기주도학습, 평가 등
온라인 컨텐츠, 수업녹화
평생 무제한 올패스, 리듬중국어개발, 인지
도 홈페이지 우수
시스템 꽤 잘 구축, 수업녹화

III. 콘텐츠 설계
1. 콘텐츠 선정 기준
< 중국어 블로그 영상교육 커리큘럼 >
구분
新HSK단어

1급
150개

표현능력

간단한 중국어
기초 문장구사

활용
프로그램

발음영상,
리얼예능

2급
300개

3급
600개

4급
1200개

일상, 학습 등
일상, 비즈니스
일상생활에
주변 환경에 대한 등의 분야에서의
필요한 의사소통
언어구사
실생활 대화구사

리얼예능, 예능

5급
2500개
일상, 비즈니스,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연스런
대화구사

6급
5000개
일상, 비즈니스,
사회, 문화, 역사
등 원어민에
준하는 자유로운
언어구사

리얼예능, 예능,
인터뷰

리얼예능, 인터뷰,
CF, 노래

리얼예능,
인터뷰, 영화

강연, 인터뷰,
비즈니스, 다큐

개별 발음이 안정적
이고 정확함.
원어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발음을 하기
도 함.
단어 사이의 연결발
음, 성조 변화등이
부자연 스러움.

성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처음 보는 단어는
어색하게 발음함.
문장 유형에 따를
억양 차이를 정확하
게 인지함.

한국어에 없는 자
음, 모음과 문장 발
화가
자연스럽게
들림.
처음 보는 단어도
유사한
발음으로
발화함.

문장 발화가 유창하
고 모든 단어를 자
연스럽게 발화하여
거의 원어민의 발음
과 유사함.

장르
언어
능력
단어의 성조가 자주 텍스트를 더듬거리
며 읽음.
발음 틀림.
평가기
어려운 자음 및 이
자음과 모음을 잘못
중모음을 잘못 발음
발음하기도 함
준
하기도 함.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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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의 기본 지식이
있으나 선택이 서툴
기본 어순은 알고 러 문법적 실수가
문법 있음.
주어 동사를 사용하 많음. 수사, 장소부
사 등 수식어가 들
여 문장 구성 가능. 어간 문장 구성 가
능.

문법적 실수가 한
문장에 3-4개 이하.
조사, 부사, 보어의
사용이 가능하나 실
수를 함. 발화 도중
문법적인 실수를 자
각하여 수정하여 말
하기도 함.

문법적 실수가 한
문장에 2-3개 이하
로 원인, 가정, 조건
등 다양한 접속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논
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음.

문법적 실수가 한
문장에 1-2개 이하
로 전화나 역할 놀
문법적인 실수는 거
이 등 준비되지 않 의 없음.
은 즉각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드물게
실수가 발생.

어휘 인칭대명사나 일상
생활 관련된 기본적
력 인 명사, 형용사, 수
사, 동사등을 알고
있음.

나의 주변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어휘
에 관해 인지하고
있음.(가족관계 명
사, 공간명사, 색깔,
형용사, 양사등) 같
은 어휘를 반복해서
사용함.

일상 생활과 관련된
어휘를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음.
(장소사, 부사, 간단
한 접속사 등)

자신이 관심 있는
이슈와 관련된 어휘
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음. 동의어, 다
의어를 한 문장 내
에서 사용할 수 있
음.

사회, 역사와 관련
된 용어를 이해하
고 있으나 표현하
는데 어려움이 있
음.
발화 시에 고급 어
휘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임.

사회, 역사와 관련된
고급어휘를 사용할
수 있음.
신조어, 속어, 은어
를 알고 때에 따라
사용함.

암기된 짧은 질문은
이해 비교적 쉽게 이해
력 기본적인 의문문은
이해함.

주변 생활에 관한
평이한 질문은 잘
알아 듣나 중문/복
문은 잘 이해하지
못함.

예측하지 못한 질문
에도 이해하기 시작
함.
모르는 단어가 포함
된 질문도 맥락을
통해 이해하기 시작
함.

원어민의 정상적인
속도의 말을 이해하
나 비교적 긴 이야
기는 잘 이해하지
못함.

원어민들 간의 대
화, 영화의 줄거리
등을 이해할 수 있
음.

뉴스, 논설, 연설 등
을 듣고 세부 내용
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음.
대부분의 영역에 걸
친 내용을 듣고 이
해할 수 있음.

의견 제시, 논증
등을 할 수 있음.
토론, 회의, 발표
등 행사에서 자유
롭게 자신의 생각
을 말할 수 있음.
상품 설명, 운동 게
임의 규칙, 요리방
법, 각종 매뉴얼
등을 설명할 수 있
음.

주제에 대해 자유자
재로 이야기 할 수
있음.
관용적인 표현, 속
담, 속어 등을 적절
하게 사용할 수 있
음.

주어, 동사, 장소사
를 사용한 문장으로
표현 표현 가능.
문장의 완성이 매끄
력 럽지 못함.
단어의 어순 배열에
실수가 잦음.

단어 연결이 자연스
럽고 수식어 등의
부차적 성분을 이용
한 문장으로 표현
가능.

외운 문장에 의존하
지 않고 스스로 표
현해 내기 시작함.
아는 어휘를 응용하
기도 하나 다양한
표현으로 확장하지
는 못함.

사건 설명, 사실, 자
신의 경험, 행위를
서술할 수 있음.
감정 표현, 타자의
관점, 이야기 전달
을 비교적 자연스럽
게 할 수 있음.

암기된 짧은 한 두
유창 문장은 자연스럽게 단어와 문법을 생각
말함.
하며 말하기 때문에
성 문장을 더듬더듬 어 발화 속도가 느림.
렵게 읽음.

취미, 직업, 여행 등
익숙한 주제에 관해
자연스럽게 말함.
의견을 피력하거나
생각을 전달하는 상
황에서 머뭇거림 발
생.

문장 간의 연결이
삽입어 등 담화 연
자연스러움.
유창하다기 보다는 결어를 적절히 사 원어민 수준에 준하
는 속도로 발화.
모범 답안 같은 인 용.
상을 줌.

2. 콘텐츠 구성
1. 목적별 분류구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출 정도로 보기 쉽도록 !

표현별 말하기

회화
HSK
자유롭게

상황별
급수별
분야별
등급별

말하기
공부하기
자유롭게
차근차근

25개 핵심동사만 알아도 기본회화는 한다 : 기초표현(초급)
75개 구문이면 할 말은 모두 한다 : 핵심표현(중급)
88개 구문이면 중국인처럼 말한다 : 고급표현
사람을 만날 때 싫다 좋다 쇼핑 주방 가격흥정 룸서비스
3, 4, 5, 6급 1 실력, 2 요령, 3 잘 틀리는 사례 다루기
CF 영화 리얼예능 : 여신이 농촌에 산다 China Pop
초급 초중급 중급 중고급 고급 최고급 6개등급

2. 회화 표현별 말하기

등급별로 크게 나누고 다시 상황별로 나눈다.
1) 회화 표현별 말하기 상황별 말하기 + 자유롭게 등급별 차근차근 만 개통, 표현별 말하기 영

상 뒤 HSK문제 추가 및 맛보기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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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수별 공부하기 까지 개통

표현별 말하기 와 급수별 공부하기 영상을 따로 따로 준비한다.
3) 각 목적별 견본제작

분야별 자유롭계하고 문제는 단어문제 와 객관식 독해문제 중 선택한다.
3. 콘텐츠 활용
1) 강연예시
보기

기본설정 : 자막 없음 중국어 병음 한글 자막

받아쓰기

표현, 단어, 구문, 문장 프린트 출력

말하기

원어민음성인식, 발음 성조 비교분석, 원어민 본인발음 듣기

핵심표현

핵심표현설명

퀴즈

신 HSK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유형분석설명

원문

중국어만 ! 중국어 한국어 각각 출력 가능

2) 보기/말하기 예시

IV. 결론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중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은 현재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필요
한 작업이다. 이는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언어 습득 환경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즉
보고, 듣고, 쓰고, 말하는 학습이 하나의 콘텐츠 안에서 구현된다. 또한 무한 반복을 통해 학습자
가 항상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학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미디어를 활용한 중국어 교육 콘텐츠 모형제작이 중국어 미디어 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앞으로는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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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이 다양하게 이루어 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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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漢語虛詞“但 ”“而 ”“卻”的異同比較及教學建議

雷婷
(延世大学孔子学院)

Lei, Ting. (Yonsei Confucius Institute). A study of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modern
Chinese function words “但 ”“而 ”“卻” and teaching suggestions.
Chinese lacks the morphological change in the strict sense, and the function words are the
important means of expressing Chinese grammar. In the teaching of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the function word teaching is the key and difficult point. Some of the function
words are not difficult to understand, but they are often confused when they are used in
practice. For example, the three function words “但”，“而”，“卻”. The three function words
have the same points in semantics, syntax and pragmatics, also have different points in
semantics, syntax and pragmatics. At present, there are many books in Korea to explain these
three words, but most of them are relatively simple, can not reflec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hree.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three word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semantic, syntactic and pragmatic, and in the same time puts forward some teaching
suggestion. Hope these can help the foreign Chinese vocabulary teaching. The abstract of the
paper are as follows: (1) analysis of the “但”，“而”，“卻” semantic; (2) analysis of the
“但”，“而”，“卻” syntactic functions; (3) analysis of the “但”，“而”，“卻” pragmatic
functions; (4) some teaching suggestions.

Ⅰ.引言
本文旨在探討“但”、“而”、“卻”這三個虛詞在語義、句法和語用上的異同點。目前韓國很多工
具書對這三個詞都有解釋，但大多較為簡略，體現不出三者的差別來，因此給學習者的學習帶來
很多困難。例如我們在韓國學生習得“但”、“而”、“卻”的過程中就發現了這樣一些典型的偏誤：
（1）*他虽然学习很努力，而成绩不好。
（2）*今天很冷，却我只穿了一件短袖。
（3）*这个问题不是一个小问题，但是一个大问题。
由於這三者不管在語義上，還是在句法或者語用方面都存在著很多容易混淆的地方，因此筆者
認為對這三者的異同進行對比研究很有必要，同時希望該研究能對對外漢語教學提供有益的參考
和借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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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語義比較
1. “卻”的語法意義
關於虛詞“卻”的語法意義，一般認為“卻”所引導的部分同前一部分的意思具有相反或者相對立
的關係。《現代漢語八百詞》認為“卻”表示轉折，同時還指出“卻”表示轉折的語氣較輕6)。《現代漢
語虛詞例釋》將“卻”所表示的意思分為四種7)：A.前面提出某個行為動作或情況，再用“卻”來提出
另一個相反的或對立的行為動作或情況；B.表示所提出的事情或動作是出乎意料或者違反常態
的；C.表示某種願望得不到實現；D.表示進一層的意思，強調後面所提出的事情。例如：
(4)一向以坐等客人上門而聞名的上海人，如今卻成了背起商品走四方的貨郎。
(5)一直以來，我公司銷售增長率都是22%，今年卻比去年同期增長了79%。
(6)我想喊他等等我，卻又怕他笑我膽小害怕。
(7)这些作品都朴实无华、真实感人，不施粉黛，却更加灿然生辉，别具一格。
筆者認為，C“某種願望得不到實現”這一義項可歸入A義項中，例句(6)後半句則可以看作是用
“卻”提出來的一個對比的動作。另外，D中的“卻”在這裏並不是表示“更進一層”，而是幫助“更”加
強語氣，強調後面的內容反常，可歸入B義項。因此，我們認為虛詞“卻”的基本語法意義為：一
是對比義，表示一種事物的不同方面或兩種事物之間存在一種相對或相反的對照性；二是反常
義，表示事情或動作出乎意料或違反常理。
2. “但 ”的語法意義
各詞典和教科書都認為“但”是連詞8)。《現代漢語八百詞》關於“但”的釋義為：表示轉折，引出同
上文對立的意思，或限制、補充上文的意思9)。《現代漢語虛詞例釋》將“但”的語義歸納為兩種類
型10)：A.前後兩層意思是互相排斥的，正意在後；B.前後兩層意思並不排斥，正義在前面已經說
出，只是用“但”造成語意上的轉折，引起下文，對前面的正意作進一步的限制或補充。例如：
(8)這一點現在還不是事實，但將來必然要成為事實的。 （A前後互相排斥）
(9)進攻，是消滅敵人的主要手段，但防禦也是不能廢的。（B前後互相不排斥）
劉清平(2000)把“但”所連接的分句間的關係總結為兩類：一是對比性轉折關係，即前後句的意思
相對或相反，全句的中心在後一分句；二是非對比性，即後一句在意義上並不與前一句相對或相
反，只是對前一分句的補充或限制。例如：
(10)人們不能創造規律，但能夠逐步認識規律，並用它來為改造客觀世界服務。
(11)經濟上主張自由競爭，但也要有一定的“計畫和控制”。
由此，我們可以認為連詞“但”的基本語法意義是表轉折關係，具體可分為對比性轉折關係和非
對比性轉折關係。

6) 呂叔湘（2010），p460 参考
7) 北京大學中文系1955、1957級語言班編（2010），p403 参考
8) 但可以做副詞也可以做連詞。做副詞的時候，它的意思想當於“只”或“只要”，書面書色彩比較重；做連詞的時候意
義同“但是”。本文討論的是第二種情況，即“但”做連詞的情況。
9) 呂叔湘（2010），p147 参考
10) 北京大學中文系1955、1957級語言班編（2010），p112 参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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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而 ”的語法意義
“而”的語法意義相對來說比較複雜，《現代漢語虛詞例釋》主要從“而”連接並列成分、連接狀語
和中心語以及連接意念上相反的主語和謂語這三個角度出發分別解釋了“而”的各項語法意義。
《現代漢語八百詞》則主要將“而”的語法意義分為以下四種： A.表示轉折；B.表示互相補充；C.把
表示目的、原因、依據、方式、狀態的成分連接到動詞上；D.四是表示從一個階段過渡到另一個
階段。11)。例如：
(12)這裏已經春暖花開，而北方還是大雪紛飛。（轉折）
(13)經驗是寶貴的，而經驗的獲得又往往是需要付出代價的。（補充）
(14)為建設祖國而努力學習。（連接動詞）
(15)由春而夏，由夏而冬。（過渡）
筆者認為，“而”容易與“卻”“但”混淆的語法意義主要是A和B兩項。通過實例考察發現，如果
“而”連接的兩項意義相反或者對立的時候，則“而”的意義與“但、卻”相同，如例句（12）；如果
連接的兩部分一肯定一否定，此時“而”具有強調對比的作用，如“身為總經理切忌為時間所主宰，
而應該做一個時間的主宰者”；連接遞進的兩項時，則起進一步說明的作用，如“各組都取得了好
成績，而以三組的成績最為突出”。

III. 句法功能對比
1. 在單句中，連接成分的異同
“但”、“而”、“卻”都可以用在單句中，連接某個句法成分的兩個結構項。如：
(21)話不多卻很有分量。
(22)他的聲音低沉卻有力。
(23)我喜歡素淨但明朗的花色。
(24)嚴肅而認真。
(25)民族戰爭而不依靠人民大眾，毫無疑義將不能取得勝利。
當“卻”連接定語或謂語內部的兩個結構項時，“卻”可以替換為“但”。例如例句(21)的“卻”連接謂
語“不多”和“很有分量”這兩個內部結構項，此時，“卻”可替換為“但”。又如例句(22)，“卻”連接謂
語的兩個內部結構項為“低沉”和“有力”，這兩個結構項可以看作是意義對立的兩項，此時可替換
為“但”，同時又可以把後一項“有力”看作是對前一項“低沉”的進一步補充，此時則可替換為“而”。
“而”和“卻”可以連接單句中兩個不同的句法成分，例如(25)，“而”連接了主語“民族戰爭”和謂語
“不依靠人民大眾”，此時“而”可以替換為“卻”，但不可以替換為“但”。
2. 在複句中，連接成分的異同
“但”、“而”、“卻”都可以用於複句的後一分句。如：
(26)a.形式變了，但內容沒有改變。
b.形式變了，而內容沒有改變。
11) 呂叔湘（2010），p192-194 参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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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形式變了，內容卻沒有改變。
從上面三個例句我們可以發現“但”、“而”、“卻”它們所處位置卻存在一些差別。這是由於“卻”是
副詞，“但”和“而”是連詞，它們在複句中起關聯作用時離不開詞性對它的約束。“卻”作為副詞，
它常常只能位於後一分句的主語之後，謂語之前。“但”和“而”是連詞，它們總是位於後一分句的
開頭部分。例如(26)c中的“卻”位於後一分句主語“內容”之後，謂語“沒有改變”之前。(26)a和(26)b
中的“但”和“而”則位於主語“內容”之前。

IV. 語用功能
1. 主觀性程度不同
劉清平(2000)認為“但”主要是對事態的轉折性的客觀描述，多用於敘述語篇中。“卻”的主要功能
是在通過對比表達敘述者的主觀評價，多用於評價性語篇中，根據語境不同，可以表達出責備、
讚揚、不屑、不滿、出乎意料等語氣。“而”在連接一肯定一否定的兩項時，具有強調對比的作
用，它表達了說話者一定的主觀評價，但是語氣沒有“卻”那麼強烈。例如：
(27)a.他這次暑假回家，去看了外公外婆，但沒去看爺爺奶奶。
b.他這次暑假回家，去看了外公外婆，而沒去看爺爺奶奶。
c.他這次暑假回家，去看了外公外婆，卻沒去看爺爺奶奶。
例(27)a只是客觀地敘述了他去看了誰，沒去看誰。例(27)b將“去看了外公外婆”和“沒去看爺爺奶
奶”這兩種情況進行了對比，帶有一定的主觀評價性。而例(27)c中使用了“卻”，則表達了說話者對
他“去看了外公外婆，但沒去看爺爺奶奶”這個事實的責備和不滿，主觀評價性最強。即，“卻”
“但”“而”三者所帶的主觀性程度順序為：卻＞而＞但。
2. 轉折強度不同
“但”、“而”、“卻”在轉折強度上存在著差異。一般認為“但”側重轉折，轉折強度較強。“但”強調
的是它引導的轉折項，而且常有後續句對轉折項進行說明。例如：
(28)丈夫愛看京戲，但妻子喜歡聽音樂，丈夫只得陪她去音樂廳。
“卻”強調的是前後句之間的差異、對立，轉折強度較弱，它主要側重於對比，並通過這一對比
來說明某一觀點或看法，這一觀點或看法常常以後續句的形式出現。例如：
(29)丈夫愛看京戲，妻子卻喜歡聽音樂，夫妻倆沒有共同愛好。
“而”一方面跟“卻”一樣具有對比的屬性，它引導的句子的後續句可以是通過對比得出的觀點或
看法，但對比性不如“卻”那麼強烈；另一方面，它引導的句子還可以看作是轉折項，同“但”一
樣，後面可跟後續句對其引導的轉折項進行說明。例如：
(30)丈夫愛看京戲，而妻子喜歡聽音樂，夫妻倆沒有共同愛好。（對比）
(31)丈夫愛看京戲，而妻子喜歡聽音樂，丈夫只得陪她去音樂廳。（轉折）
綜上，“但”、“而”、“卻”三者轉折強度的順序可以表示為：對比性＞卻＞而＜但＜轉折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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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教學建議
1. 循序漸進法
從前面的考察我們可以知道“但”、“而”、“卻”這三個詞不管是語義特徵、句法特徵還是語用特
徵都是非常複雜的，因此對於它們的教學不應該只集中在某個階段或者某幾節課，應該伴隨著整
個教學過程。例如“而”能表示並列、轉折、遞進和目的等多種語法關係，但在一篇課文中一般只
會出現其中一種用法，所以教師在教學的時候不能在它一出現的時候就羅列其所有的語法意義和
用法，應該先分後總。即，我們不能在一次課堂教學中要求學生掌握其全部語法意義，應根據教
材的安排逐步擴展，先讓學生逐個掌握每個語法意義，然後對其所有的語法意義和用法進行復習
和整理。如果在這個詞初次出現時就系統說明該詞的所有用法，在教學上肯定是不行的，而只能
在進一步的學習過程中當學生使用該詞出現偏誤時再有針對性地進行說明和糾正。
2. 對比法
隨著學習的深入，學生會逐步接觸到“但”、“而”、“卻”這三個詞的異同點，如果不對其進行對
比分辨，學生很難真正完全掌握三者的不同用法。“對外漢語辭彙教學的目的，就是要培養外國
學生識詞、辯詞、選詞用詞的能力，只有在熟練‘識詞’的基礎上準確地‘辯詞’，才能為很好地‘選
詞用詞’打下堅實的基礎。”

12)

因此，在教學過程中，當“但”、“而”、“卻”出現相同用法的時候，應該及時對其進行對比辨析，
加強學生的理解。例如，在學生已經學了“但”表示轉折的用法之後，教材上又出現了“而”表示轉
折的用法，這個情況下就可以把“但”“而”放在一起進行對比，加強辨析什麼情況下二者可以互
換，什麼情況下不能互換。
我們可以採用簡明表格和圖示的方式進行對比，使學生對“但”、“而”、“卻”能產生一個直觀的
認識。

Ⅵ. 結論
本文從語義、句法和語用三個方面討論了“但”、“而”、“卻”的異同，得出的結論是：
首先，在語法意義上，三者語法意義的相同點是它們都具有表示轉折的語法意義，不同點是
“卻”具有表示事情或動作出乎意料或違反常理的語法意義，而“但”和“而”沒有；當前後兩項在意
義上並不相對或相反的時候，“但”和“而”引導的後一項可以表示對前一項的補充或限制，“卻”不
可以；“而”連接遞進的兩項時，有進一步說明的作用，“卻”和“但”沒有這種語法意義。其次，句
法上，在單句中“但”“而”“卻”都可以連接定語或謂語內部的兩個結構項，不同點是“而”和“卻”可以
連接單句中兩個不同的句法成分，“但”不可以；在複句中，“卻”只能位於後一分句的主語之後，
謂語之前，“但”和“而”總是位於後一分句的開頭。最後，在語用上，“卻”“但”“而”三者所帶的主觀
性程度不同，其順序為：卻＞而＞但；三者在轉折強度上也存在著差異，“但”轉折強度最強，其
次為“而”，最次為“卻”。

12) 趙金銘（2005）， p386 参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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教學方法方面我們可以採用循序漸進法和對比法。讓學生在循序漸進的過程中慢慢熟悉這幾個
詞的用法，並且在對比中熟練掌握它們各自的用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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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자료를 활용한 수능 중국어 문항 난이도 예측

손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Shon, Min-Jung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Estimation of Degree of
Difficulty in Chinese of CSAT Using Statistics Data.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CSAT) is an assessment tool designed to measure
student’s academic readiness for college education. It is also an achievement test that
evaluates students’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curriculum. As a high-stakes national test of
which scores are us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tudent selection tools, the CSAT aims
to provides colleges with fair and objective information of students’ scholastic ability. The
CSAT also aims to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at
schools by developing curriculum-based test items.
‘Chinese 1’ is one out of nine subjects in Second Foreign Languages and Chinese Characters
& Classics. The Second Foreign Languages and Chinese Characters & Classics are to
measure the basic communication competence of such languages as German, French, Spanish,
Chinese, Japanese, Russian, Arabic & Vietnamese and the knowledge of Chinese Characters
and the understanding of Chinese Classics.
The CSAT Score Report includes the Standard Score, Percentile Rank, and Stanine for each
subject. The Standard Score expresses how much a test-taker’s raw score differs from the
group mean by converting the distribution within a population, in a way that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re set for each test. The Stanine provides a simple way of indicating a
test-taker’s position relative to other test-takers’ positions, ranging from a low of one to a
high of nine.
During the Item development and review process, the panel examiners anticipate the correct
answer percentage of already test item and compare the result of correct answer percentage.
Through these process the panel examiners can anticipate more accurately and develop items
ranging from a low to a high difficulty level.

I.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수능 중국어I 개요
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으로 줄임)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여 대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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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초에 실시되는 국가고사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
과 수준에 따라 출제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 채점, 성적 통지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또한 수험생에게 새로운 문항 유형과 수준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 수험생의 능력
수준 파악 및 본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6월과 9월에 모의평가를 2회 시행하고
있다. 수능의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는 독일어I, 프랑스어I, 스페인어I, 중국어I, 일본어I,
러시아어I, 아랍어I, 베트남어I, 한문I이 포함되어 있다. 이 9개 과목 중 한 과목을 택한 수험생은
17:00～17:40까지 40분간 총 30문항을 풀게 된다.

수능은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여 대입 전형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과 고등학
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다. 따라서 수능
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변별력과 공정성을 갖춘 시험을 통해
대입 전형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능 성적은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제공한다. 단,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제공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변환한 표준점수를 사용한다.
2.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 중국어 I의 변화

수능은 1994학년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제2외국어 영역은 2001학년도부터 수능에 포함되어
실시되어 왔다. 수능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능의 변화
는 주로 교육과정 개정과 맞물려 이루어진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능의 변화를 도표로 나타
내면 다음과 같다.
< 표 1> 교육과정 시기 별 수능 시행
교육과정 시기
제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총론 개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수능 적용 학년도
2001학년～2013학년
2014학년～2016학년
2017학년～2020학년

2017학년도13) 수능부터 2009 총론 개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수능 문항이 출제되

고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속한 중국어I의 출제 기본 방향은 “일상생활에서 해당 외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능력과 해당 외국(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할 수 있
도록 출제”된다는 것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a). 제2외국어 영역 수능 문항은 교육과정의
‘의사소통 기본 표현’과 ‘기본 어휘표’를 중심으로 출제”되는데,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의사

소통 기본 표현’과 ‘기본 어휘표’가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 어휘
표의 낱말을 충실히 학습해야 한다(손민정, 2011).
제2외국어 시험의 평가 목표는 발음·철자(문자)의 이해 및 식별력, 어휘의 이해 및 활용 능력,
문법의 이해 및 적용 능력, 의사소통 표현의 이해 및 활용 능력, 문화의 이해 및 활용 능력 등 5
13) 수능은 대학입학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6년 11월에 시행된 수능은 2017학년도 수능으로 부르고, 올해
2017년에 시행되는 수능은 2018학년도 수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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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발음 및 철자(문자)와 어휘 영역에서 5문항, 문법 4문항,
의사소통 16문항, 문화 5문항으로 총 30문항 출제된다.

II. 수능 중국어I 채점 결과 추이
1. 제 2 외국어 /한문 영역 및 중국어 I 응시자 수 추이
< 표 2> 본수능 제 2 외국어 /한문 영역 과목별 응시자 수 (2013~2017 학년 )
2013
67,782
2,310

2014
60,209
1,734

2015
63,225
1,628

2016
71,022
1,432

2017
73,968
1,255

프랑스어I

2,701

2,007

1,697

1,558

1,288

스페인어I

2,839

1,894

1,710

1,481

1,263

중국어I

7,169

5,782

4,952

4,318

3,982

일본어I

11,661

7,884

7,174

6,378

5,987

러시아어I

3,875

1,745

978

921

807

아랍어I

27,844

9,969

12,356

37,526

52,626

제2외국어/한문 영역
독일어I

기초 베트남어
/베트남어I
한문I

9,383

22,865
(기초베트남어)
6,329

27,509
(기초베트남어)

13,041
(기초베트남어)

3,613
(베트남어I)

5,221

4,367

3,147

중국어I 응시자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제2외국어/한문 영역 전체 응시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
는 추세이다. 아랍어와 베트남어를 ‘제2외국어 보험’ 차원에서 응시하는 학생들이 많고(한겨레신
문 2017.6.13일자), 수능에서 점수 따기가 쉽다고 알려져(한겨레신문 2016.10.28일자) 수능에서 아
랍어를 선택하기 때문이다.14) 아랍어나 베트남어의 경우 개설된 고등학교가 한 두 군데 밖에 없
음에도 불구하고 선다형 평가의 특성을 이용하여 임의로 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
부 대학의 경우 제2외국어/한문 성적을 탐구 한 과목 성적으로 대체 인정하는데, 아랍어나 베트
남어의 경우 표준점수가 다른 과목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 때문에 선택하여 사탐 한 과목 점수로
대체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2017학년도 본수능 제2외국어/한문 영역 과목별 영역 등급 구분 표
준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베트남어가 제2외국어 교육과정에 포함되면서 2014학년도부터 외국어계열 교과목인 기초베트남어가 수능 과목이
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일반 선택과목인 베트남어I로 수능 과목이 변경되었다. 기초베트남어일
때는 아랍어보다 허수 응시자가 많았으나 베트남어I로 변경되면서 응시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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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17학년도 본수능 제2외국어/한문 영역 등급 구분 표준점수, 등급별 인원 및 비율
독일어 Ⅰ
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
구분
점수
64
63
60
55
45
39
37
36
36미만
등급
구분
점수
64
62
59
55
47
40
37
34
34미만
등급
구분
점수
75
57
53
50
46
43
42
39
39미만

프랑스어 Ⅰ

인원
(명)

비율
(%)

101
68
146
191
265
273
136
26
49
중국어 Ⅰ

8.05
5.42
11.63
15.22
21.12
21.75
10.84
2.07
3.90

인원
(명)

비율
(%)

268
209
511
785
625
670
485
358
71
아랍어 Ⅰ

6.73
5.25
12.83
19.71
15.70
16.83
12.18
8.99
1.78

인원
(명)

비율
(%)

2,126
4,844
6,709
7,506
14,611
7,814
3,887
3,518
1,611

4.04
9.20
12.75
14.26
27.76
14.85
7.39
6.68
3.06

등급
구분
점수
63
62
59
56
46
39
36
35
35미만
등급
구분
점수
66
63
60
54
46
40
37
35
35미만
등급
구분
점수
72
68
55
48
45
43
42
40
40미만

스페인어 Ⅰ

인원
(명)

비율
(%)

71
96
231
163
235
260
148
34
50
일본어 Ⅰ

5.51
7.45
17.93
12.66
18.25
20.19
11.49
2.64
3.88

인원
(명)

비율
(%)

274
531
586
1,075
1,280
1,013
730
285
213
베트남어 Ⅰ

4.58
8.87
9.79
17.96
21.38
16.92
12.19
4.76
3.56

인원
(명)

비율
(%)

193
212
462
711
642
755
262
258
118

5.34
5.87
12.79
19.68
17.77
20.90
7.25
7.14
3.27

등급
구분
점수
65
63
60
55
44
40
38
36
36미만

비율
(%)

인원
(명)
81
95
156
179
266
238
155
54
39
러시아어 Ⅰ

등급
구분
점수
71
68
58
47
44
43
42
40
40미만

6.41
7.52
12.35
14.17
21.06
18.84
12.27
4.28
3.09

인원
(명)

비율
(%)

35
61
94
148
256
57
96
38
22
한문 Ⅰ

4.34
7.56
11.65
18.34
31.72
7.06
11.90
4.71
2.73

인원
(명)

비율
(%)

277
132
401
543
631
515
356
173
119

8.80
4.19
12.74
17.25
20.05
16.36
11.31
5.50
3.78

등급
구분
점수
67
65
59
51
45
41
38
36
36미만

위 표를 살펴보면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과목에 따라 63점～ 75점
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랍어는 등급 구분 점수가 75점으로 다른 과목보다 10점 이상 높다. 또한
아래 <표 4>에서 2017학년도 본수능 표준점수 도수분포를 살펴보면 중국어I은 표준점수 최고점
이 67점인데 반해 아랍어I은 100점이다.
< 표 4> 2017 학년도 본수능 중국어 I과 아랍어 I 표준점수 도수분포
표준점수
67
66
65

중국어Ⅰ
계
40
15
86

누적(계)

표준점수
100
99
98

40
55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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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어Ⅰ
계
180
11
182

누적(계)
180
191
373

64
63
62
61
60
59
58

127
120
89
210
190
111
295

268
388
477
687
877
988
1,283

32
31
29
계

32
7
2
3,982

3,973
3,980
3,982

97
95
94
93
91
90
89

27
172
33
159
40
162
67

400
572
605
764
804
966
1,033

35
34
32

156
50
23
52,626

52,553
52,603
52,626

(중 략)

계

2. 중국어 I 등급 구분 표준점수 추이
< 표 5> 중국어 I 등급 구분 표준점수 , 등급별 인원 및 비율 (2013~2017학년 )
등급
1
2
3
4
5
6
7
8
9
등급
1
2
3
4
5
6
7
8
9

2013학년 본수능
등급
비율
인원
구분
(명)
(%)
점수
65
525
7.32
64
357
4.98
59
1,014
14.14
55
1,021
14.24
46
1,440
20.09
40
1,177
16.42
37
1,041
14.52
36
311
4.34
36미만
283
3.95
2017학년 6월 모의평가
등급
비율
인원
구분
(명)
(%)
점수
63
243
7.13
61
222
6.52
59
454
13.33
55
620
18.20
48
549
16.12
40
595
17.47
36
355
10.42
32
284
8.34
32미만
84
2.47

2014학년 본수능
등급
비율
인원
구분
(명)
(%)
점수
67
253
4.38
64
393
6.80
59
773
13.37
53
1,028
17.78
45
1,164
20.13
41
854
14.77
38
800
13.84
36
304
5.26
36미만
213
3.68
2017학년 9월 모의평가
등급
비율
인원
구분
(명)
(%)
점수
64
112
4.50
61
362
14.53
59
208
8.35
56
322
12.93
48
539
21.64
40
409
16.42
36
278
11.16
32
210
8.43
32미만
51
2.05

2015학년 본수능
2016학년 본수능
등급
등급
비율
비율
인원
인원
구분
구분
(명)
(%)
(명)
(%)
점수
점수
66
211
4.26
65
285
6.60
63
393
7.94
62
239
5.53
60
536
10.82
59
518
12.00
55
841
16.98
55
732
16.95
45
1,169
23.61
46
928
21.49
41
694
14.01
40
623
14.43
37
718
14.50
36
747
17.30
35
255
5.15
34
129
2.99
35미만
135
2.73 34미만
117
2.71
2017학년 본수능
2018학년 6월 모의평가
등급
등급
비율
비율
인원
인원
구분
구분
(명)
(%)
(명)
(%)
점수
점수
64
268
6.73
64
127
4.63
62
209
5.25
60
336
12.25
59
511
12.83
58
292
10.65
55
785
19.71
55
390
14.22
47
625
15.70
50
512
18.67
40
670
16.83
41
481
17.54
37
485
12.18
35
305
11.12
34
358
8.99
31
207
7.55
34미만
71
1.78 31미만
93
3.39

중국어는 일반적으로 65점 내외에서 1, 2등급 구분 점수가 정해진다. 2017학년도의 경우 모의
평가 결과도 함께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모의평가 응시자 인원수가 본수능보다 적지만 등급 구
분 점수는 대체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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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수능 중국어I 문항 난이도 예측
수능 문항은 문제은행처럼 난이도나 변별도 등과 같은 문항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모의평가나 본수능 출제를 하면서 사전에 문항의 난이도를 예상하고, 본수능 난이도
는 같은 해 모의평가 결과 등을 참조하여 난이도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문항을 출제, 검토한다.
1. 정답률 예측

수능 출제 과정에서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은 정답률 예측 훈련을 한다. 우선 기출문항을 대상
으로 100명의 수험생 중 몇 명의 학생들이 해당 문항을 풀 것인지를 예상 정답률로 예측한 뒤,
해당 문항의 실제 정답률과 비교하여 출제위원 또는 검토위원의 예상정답률에 대한 Correlation과
Bias를 측정한다. Correlation은 위원이 예상한 정답률이 실제 정답률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일관

된 경향을 보이는지를 알려주는 수치이다. Bias는 상관도가 알려주는 정보를 보충해주는데, 가령
모든 문항의 정답률에 5%를 더한 값을 예측한 검토위원은 1.0의 상관도를 갖지만 양의 bias가
나오고, 반대로 모든 문항의 정답률에 5%를 뺀 값을 예측한 검토위원은 1.0의 상관도를 갖지만
음의 bias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양의 bias를 보인 위원은 정답률을 낮춰 잡도록 교정하고, 음의
bias를 보인 위원은 정답률을 높여 잡도록 교정한다. 가장 이상적인 값은 correlation이 1.0에 가깝

고 bias가 0에 가까운 것이다. 이와 같이 기출 문항에 대한 정답률 예측을 한 뒤 실제 정답률과
비교하여 Correlation을 이용하여 일관성을 갖는 훈련을 한 후에 Bias 정보를 통해 영점 조정을
시도한다.
기출문항에 대한 정답률을 예측하고, 이를 실제 정답률과 비교하여 차이가 클 경우 출제위원
간, 또는 검토위원 간 토론을 하여 정답률이 차이 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가령 어떤 위원이 실제 정답률보다 훨씬 낮게 정답률을 예측하였다면, 왜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
지, 학생들은 어떤 이유로 인해 그 문항을 예상보다 많이 푼 것인지를 추정하여야 한다. 이런 과
정을 통해 문항 난이도에 대한 감을 익혀야 출제된 문항에 대한 난이도를 비교적 근접하게 예상
할 수 있게 된다.
2. 답지반응률 및 등급별 답지반응률

실제 정답률은 문항별 정답률뿐만 아니라 답지반응률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오답지 매력도에
따라 문항의 정답률과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답지반응률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오답지에
대한 반응률이 정답보다 높으면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력적인 오답이 있을 경우
문항의 정답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는 편이다. 그러므로 답지반응률에서 정답보다 높은 오답지가
있을 경우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등급별 답지반응률을 통해서 실제적인 오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체적인
문항별 답지반응률은 ③번이 가장 높더라도 실제 1등급 답지반응률에서 ①번이나 ⑤번이 가장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임의로 답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답지의 정확성을 보기 위
하여 1등급의 답지반응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등급별 답지반응률에서 정답률이 급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등급을 변별하는 문
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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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등급별 답지반응률 예시
등급

정답률(%)

1
2
3
4
5
6
7
8
9

100.00
99.58
99.81
98.91
91.70
60.51
33.87
28.68
14.53

①
.00
.00
.00
.14
.43
4.65
6.16
8.53
14.53

②
.00
.00
.00
.14
1.29
6.10
15.93
17.05
20.51

답지반응률(%)
③
.00
.42
.00
.68
3.88
17.66
28.78
31.78
25.64

④
100.00
99.58
99.81
98.91
91.70
60.51
33.87
28.68
14.53

⑤
.00
.00
.19
.14
2.69
11.08
15.26
13.95
22.22

<표 6>에서 5등급의 정답률은 91.7%인데 반해 6등급은 60.51%이다. 이 경우 이 문항은 5등급

과 6등급의 수준을 변별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3. EBS 연계 정도

제2외국어 영역에서는 6가지 유형(개념·원리 활용, 자료·지문 활용, 개념·원리 + 자료·지문 활
용, 개념·원리 + 유형 변형 활용, 자료·지문 + 유형 변형 활용, 개념·원리 + 자료·지문 + 유형 변
형 활용)의 연계 방법을 활용하여 수능-EBS 연계 문항들을 개발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b).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는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연계하고 있는데, 연

계 정도에 따라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가 다르게 된다. EBS 연계 교재에서 다룬 내용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거나 제시된 문항과 유사하게 출제된 문항은 정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문항 난이도를 예측할 때 EBS 교재와 연계한 정도를 참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III. 결론
수능은 대학의 입학 전형 자료로서의 기능이 우선적인 목적이다. 수능은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의 성격도 띠고 있지만 응시자에 대한 변별력을 갖
추는 것이 검사지로서의 중요한 기능이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성적을 대입 전형 자료로 반영하는 대학이 많지 않다보니 제2외국어/한
문 영역을 선택하는 응시자 수가 아랍어를 제외하고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중국어의 경우에도
일반고에서 중국어 수업 시수가 점점 줄고 있고, 일반고에서 응시하는 학생 수도 감소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외고생과 중국에서 초중등을 유학한 학생들의 비율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수능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응시자 집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국영수 과목에 비해 응시자 집단이 작고, 선택비
율도 매년 변화하고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탐구 영역과 마찬가지로 9개 과목간의 선택 유
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목간 표준점수를 비슷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출제 및 검토 과정에
서 문항에 대한 난이도 예측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수능 출제 및 검토 과정에서는 문항의 실제 정답률과 답지 반응률을 참조하여 중국어 기출 문
항에 대한 정답률을 예측한 뒤 실제 정답률과 비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문항의 경우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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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여 정답률 예측에 대한 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EBS 교재와 어느 정도
연계하여 출제하였는지를 판단하여 문항의 난이도를 판단하는 데 참조하고 있다.
문항의 난이도를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측하는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
다. 교육과정에 대한 풍부한 이해 및 응시자에 대한 정확한 수준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출제
자의 출제 의도와 학생들의 정답 유추 경로를 함께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수능 시험 결과에
대한 통계 자료는 이러한 난이도 유추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준거 자료이다. 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출제자와 교사가 숙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문항
의 난이도를 실제와 가깝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문항 난이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
로 출제된 수능 문항은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서 공정한 변별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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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전문(傳聞 )표지의 모달리티 연구
-일본어 통번역 수업과의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오선주
(배화여자대학교 비즈니스일본어과 강사)

Oh, Sun-Ju (Baewha Womans University). A Study on the Modalities of Japanese Hearsay Maker:
Mainly Focused on Effective Connection of the Japanese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Classes
The object of this research is to determine how teaching and learning in Japanese
translation/interpreting classes are link to the Modality relation among hearsay marks,that is
reaching after dividing the difference of pragmatics by the relation between 1. information
and speaker, 2. between information and listener, and 3. speaker and listener, base on the
Modality of Japanese hearsay marks.I have gathered information about seven Japanese hearsay
marks by questionnaire method based on cognizance of native Japanese speaker for this
cause.As the result, people chose [youda] and [toiukotoda] usually as the hearsay expression
considerated the relation between information and speaker, and people divided [tonokotoda]
into two relations, between information and speaker or between information and listener
according to the questions.The responds about [souda] split over considering information and
speaker and considering speaker and listener.[rashi] and [toka] received most chosen answers
about considering the relation between information and listener, and there are relatively large
numbers for [toiu(utte)].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일본어의 전문(傳聞)표지의 모달리티를 바탕으로 전문표지 간의 모달리티 관계, 즉
화용론적 차이를 정보〮화자〮청자의 관계로 나눈 후 도식화하여, 일본어 통·번역 수업에서의 교수·
학습에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를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２. 선행연구
寺村(1984:256),

益岡(1991),

宮崎

他(2002:160),

仁田

(2009:172),

日本語記述文法研究会

(2003:175)는 전문을 크게 「정보의 전달」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비해 藤田(2002:398)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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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伝聞｣の表現とは、一般に他から伝え聞いているところを述べるものであって、引用表現との

連続性が問題にされることも多いが、引用表現のよう

に所与のものを所与のものとして再現し

てみせるのではなく、むしろ、そうした他から入手した情報を自らの知識・コトバとして表現す
るところに 本質がある。」라고 전문에 있어서의 화자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정보처리

와 정보 재구축의 과정에 화자의 인식적 개입을 엿볼 수 있는 말로 화자의 정보 재구축의 과정
에서 화자의 의식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3. 일본어 모어화자를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본 고는 각 전문표지를 ①정보와 화자, ②정보와 청자, ③화자와 청자의 관계(거리) 간 3구도
로 나누어 전문표지 용례 3개씩을 일본어 모어화자에게 제시하여 정보의 판단과 전문표지 선택
에 있어서 화자의 고려 대상을 상기 ①②③중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3.1 전문「そうだ」의 앙케이트 결과

전문「そうだ」는 주로 정보의 전달 측면에 주목하여 논의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아래의
용례를 제시해 일본어 모어화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1)何日か前に学校の先生の一人が帰宅中、酒に酔った見知らぬ二人の男に出会ったことがあ

り、彼らは酒瓶一つをもってけんかをしていたそうだ。(他)
2)この病気の人は、動物の毛をすいこまないほうがよいのだそうだ。(日)
3)協力者の話では住民の中にスパイの潜伏可能性ありだそうです。(亀)
《표 1. 전문「そうだ」의 일본어 모어화자의 앙케이트 결과》
50대
회사원
①
③
①

50대
주부
①
③
①

50대
주부
①
①
①

50대
주부
①
③
①

문번호

30대
회사원

30대
학생

30대
회사원

30대
자영업

1)
2)
3)

①
①
①

③
③
③

①
①
①

①
①
③

문번호
1)
2)
3)

40대
주부
③
①
①
30대
일본어
강사
①
①
①

40대
회사원
①
③
①

40대
주부
①
③
③

40대
회사원
①
①
③

40대
회사원
①
①
①

20대
대학원생

20대
대학원생

20대
사회인

20대
사회인

①
③
①

①
①
③

①
①
①

①
①
①

일본어 모어화자의 앙케이트에서 전문「そうだ」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정보와 화자의 관계라고
대답한 사람은 문항 1, 90%, 문항 2는 55%는, 문항 3은 75%였고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
한다는 대답은 문항 1은 10%, 문항 2는 45%, 문항 3은 25%였으며, 정보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
한다는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전문「そうだ」를 도입할 시 화자의 정보판단 안에 청자
의 face를 고려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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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문「ようだ」의 앙케이트 결과

추량〮·추측표현의 「ようだ」가 전문으로 쓰인 예를 구별해 내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고는
앙케이트 응답자의 오답률을 줄이기 위해 「～によると」라고 정보의 출처가 명확한 용례를 제
시하였다.
1)総務省の調査によると、スマホの世帯普及率は２０１２年末で５割。対応のサービスを充

実させることで、テレビ視聴を促す工夫が続いているようだ。(読)
2)ポーラ文化研究所（東京）によると、明治時代に断髪が広がり、七三分けの髪形の男性も

登場。その後、会社勤めをする男性の髪形として定着していったようだ。(読)
3)チリメディアの報道によると、クラブ・ブルージュに所属する FW ニコラス・カスティー

ジョ(21)の獲得に迫っているようだ。(読)
《표 2. 전문「ようだ」의 일본어 모어화자의 앙케이트 결과》

1)
2)
3)

50대
회사원
①
①
①

50대
주부
①
①
①

50대
주부
①
①
①

50대
주부
①
①
①

문번호

30대
회사원

30대
학생

30대
회사원

30대
자영업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문번호

1)
2)
3)

40대
주부
①
①
①
30대
일본어
강사
①
①
①

40대
회사원
②
①
①

40대
주부
①
①
①

40대
회사원
①
②
③

40대
회사원
①
①
①

20대
대학원생

20대
대학원생

20대
사회인

20대
사회인

①
①
①

①
③
①

①
①
①

①
①
①

위와 같이 문1,2,3 각각 95%, 90%, 92.5%가 전문「ようだ」를 정보화 화자의 관계를 고려한
전문표현이라고 대답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추량〮추측의 「ようだ」의 특성이 전문「ようだ」에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3 전문「らしい」의 앙케이트 결과

선행연구에서 전문「らしい」는 「不確か、曖昧」등의 용어로 불확실한 정보전달에 쓰인다
고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아래의 용례로 앙케이트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흥미로
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胃をかなり切り取ったらしいよ。(離)
2)辺りに刺身の材料が腐るほどあっても、飲み友だちがいなくて酒も飲んでないらしいよ。(菊)
3)なあ、船に乗ってみないか？最近は漁船も一日単位で安く借りられるらしいよ。(菊)
《표 3. 전문「らしい」의 일본어 모어화자의 앙케이트 결과》
문번호
1)
2)
3)

50대
회사원
③
③
②

50대
주부
③
③
③

50대
주부
②③
③
③

50대
주부
②
③
③

40대
주부
③
③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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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회사원
①
①
③

40대
주부
②
②
②

40대
회사원
②③
②③
②

40대
회사원
②
②
③

문번호
1)
2)
3)

30대
회사원

30대
학생

30대
회사원

30대
자영업

③
③
③

①③
①③
②③

②③
②③
②

②③
③
②

30대
일본어
강사
③
③
②

20대
대학원생

20대
대학원생

20대
사회인

20대
사회인

②
②③
②③

②③
③
②③

③
③
②

②
②
②

위 ≪표3≫을 보면 전문 「らしい」는 정보와 화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보와 청자, 화자와
청자의 관계도 고려한다는 다양한 응답이 나왔다. 문항별로 보면 문1은 정보와 화자를 고려한다
는 응답이 7.5%인데 반해 정보와 청자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40%,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했
다는 응답이 42.5%였다. 문2는 각각 7.5%, 22.5%, 70%였고, 문3은 0%, 52.5%, 47.5%였다.
3.4 전문「という(って )」의 앙케이트 결과

지금까지 「という(って)」의 「という」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인용표현으로, 「っ
て」는 청자와 화자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전문표현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1)するとある日いたちに見つかって食べられそうになったんですって。(銀)
2)隣の家にエリスっていう女の人が住んでたんだけど、その人を二十四年間も片思いしたん

ですって。(離)
3)予備校の生徒の数がかなりふえたので、夏休みの間のいい稼ぎになるだろうと言った。(離)
《표 4. 전문「という(って )」의 일본어 모어화자의 앙케이트 결과》

1)
2)
3)

50대
회사원
①
①
②

50대
주부
①
②
①

50대
주부
①
②
①

50대
주부
①
②
③

문번호

30대
회사원

30대
학생

30대
회사원

30대
자영업

②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③

①
①
①

문번호

1)
2)
3)

40대
주부
②
②
①
30대
일본어
강사
①
②
①

40대
회사원
①
①
①

40대
주부
①
①
③

40대
회사원
②
②
①

40대
회사원
②
②
③

20대
대학원생

20대
대학원생

20대
사회인

20대
사회인

①
①
①

①
②
①

②
②
③

①
①
①

하지만 본 고의 앙케이트에서 문1,3는 정보와 화자를 전문표현 선택의 고려대상에 포함시킨다
는 응답이 각각 70%, 65%, 정보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각각30%, 10%인데 반해
문2의 경우 정보와 화자의 거리를 고려한다는 응답 45%보다 정보와 청자의 거리를 고려했다는
대답이 55%로 제일 많았다.
3.5 전문「とか」의 앙케이트 결과

전문「とか」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을 나열하는 병렬조사에서 전문으로 의미 확대된 것으로
근래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태를 애매모호하게 제시하기 위한 발화장치로서의 쓰임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1)９日間で、７日もラウンドされ、それ以降５月中だけでも８回ラウンドが入っているとか。
(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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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お見合い後、早ければ) ひと月以内に結婚する場合もあるとか。(屋)
3)何人かは“長瀬”の存在に気づいてたみたいだったけどうま〜い事カットして編集で繋いだと

か。(Ｙａｈｏｏ)
《표 5. 전문「とか」의 일본어 모어화자의 앙케이트 결과》

1)
2)
3)

50대
회사원
②
①
①

50대
주부
②③
②
②

50대
주부
②
②
②

50대
주부
②
①
②

문번호

30대
회사원

30대
학생

30대
회사원

30대
자영업

②
②
②

③
②
③

③
②③
①

②
②
②

문번호

1)
2)
3)

40대
주부
②
②
③
30대
일본어강
사
②
②
②

40대
회사원
③
③
②

40대
주부
②③
②③
①

40대
회사원
③
①
②

40대
회사원
②
③
②

20대
대학원생

20대
대학원생

20대
사회인

20대
사회인

③
②
②

②③
①
①③

③
②
③

③
③
③

전문「とか」의 앙케이트 결과 문1은 정보와 청자, 화자와 청자를 고려한 표현이라는 응답이
각각 52.5%, 47.5%였다. 문2는 각각 30%, 50%, 20%로 다양한 응답을 찾아볼 수 있으며 정보와
청자, 화자와 청자 둘을 복수 응답한 경우도 보였다. 문3 또한 22.5%, 50%, 27.5%로 문2와 비슷
한 양상을 보였다.
3.6 전문「ということだ」의 앙케이트 결과

본 연구에서 「～によると」에 의해 정보원이 드러난 「ということだ」를 일본어 모어화자
에게 제시한 결과 거의 전원(문1은 95%, 문2는 100%, 문3 95%)이 정보와 화자의 관계만을 고려
했다는 응답을 했다.
1) 旧記によると 、 仏像や仏具を打ち砕いて 、 その丹がついたりした木を 、 道端に積み重ね

て、薪の料に売っていたということである。(羅)
2)言い伝えによると、そこには宝が埋ま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った。(小)
3) いつか花月新誌で読んだが 、 成島柳北も横浜でふいと思いたって 、 即座に決心して舟に

乗ったということだった。(雁)
《표 6. 전문「ということだ」의 일본어 모어화자의 앙케이트 결과》
문번호
1)
2)
3)
문번호
1)
2)
3)

50대
회사원
①
①
①

50대
주부
①
①
①

50대
주부
①
①
①

50대
주부
①
①
①

30대
회사원

30대
학생

30대
회사원

30대
자영업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40대
주부
①
①
①
30대
일본어
강사
①
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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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회사원
①
①
①
20대
대학원
생
①
①
①

40대
주부
①
①
①
20대
대학원
생
①
①
①

40대
회사원
②
①
①

40대
회사원
①
①
①

20대
사회인

20대
사회인

①
①
①

①
①
①

3.7 전문「とのことだ」의 앙케이트 결과

「とのことだ」는 일상생활보다는 뉴스, 신문, 비즈니스 관계에서 많이 쓰이는 전형적인 전문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다.
1)今日校長室で、まことに気の毒だけれども、事情已むを得んから処決してくれと言われた

との事だ。(坊)
2)大人の契約者ももちろんたくさんいるに違いないが、中学生、高校生の五〇％、七〇％が

ケータイを持っているとのことだ。(読)
3)しかし、試合後には普通の状況になって、チームメートたちとアルゼンチンに戻ったとのこ

とだ。(読)
《표 7. 전문「とのことだ」의 일본어 모어화자의 앙케이트 결과》

1)
2)
3)

50대
회사원
②
①
②

50대
주부
②
①
②

50대
주부
②
①
②

50대
주부
②
①
①②

문번호

30대
회사원

30대
학생

30대
회사원

30대
자영업

③
①
②

②
①
②③

②
①
②③

②
①
②

문번호

1)
2)
3)

40대
주부
②
①
③
30대
일본어
강사
②
①
②

40대
회사원
③
①
②

40대
주부
②③
①
②③

40대
회사원
②
①
②

40대
회사원
②
①
②

20대
대학원생

20대
대학원생

20대
사회인

20대
사회인

②③
①
②

②
①
②

②
①
②

②
①
②

문1,3은 정보와 청자를 고려했다가 각각80%, 85%이고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했다가 20%,
12.5%였던 반면 정보와 화자를 고려했다는 응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신문기사인 문
2에서는 응답자 전원이 정보와 화자의 관계만 고려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とのことだ」가 신

문이나 뉴스 등 비즈니스 장면에서 사용되는 객관적인 전문표현이지만 객관도의 측면에서는 전
문「ということだ」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4. 일본어 통역수업에의 연계방안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어 전문표현을 정보화 화자의 관계:「ようだ」,「というこ
とだ」, 정보와 청자의 관계:「という(って)」, 화자와 청자의 관계:「そうだ」, 정보와 화자, 정보와

청자, 화자와 청자의 3구도를 고려하는 관계로 「とか」,「らしい」,「とのことだ」로 나누어 제시해
보면 일본어 학습자의 전문표현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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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학연구자료관소장 뺷蜻蛉日記 뺸의 주석비교연구

김영찬
(강원대학교)
Kim, Young-Chan (Kangwon University). A Comparative Study on Explanatory Notes for the
“Kagerou Nikki” in the National Institute of Japanese Literature
In this article, we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explanatory notes in the old manuscript of
“Kagerou Nikki” stored in the National Institute of Japanese Literature and its explanatory
book “Kagerou Nikki” which was produced in the Edo period and which is now stored in
the Gakushuin University Library.
The “Kagerou Nikki” stored in the National Institute of Japanese Literature and stored in the
Gakushuin University Library are copied by the same person. Because a style of handwriting,
The number of lines written on one page, The number of words on a line matches.
But comparing the body and line comments of the two copies, I found some differences.
Based on these facts, it seems that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Japanese
Literature is ahead of the collections of the Gakushuin University Library.

I. 들어가며
뺷蜻蛉日記뺸는 헤이안시대 중기 무렵인 945년, 藤原倫寧의 딸이자 藤原道綱의 어머니였던 작자가 당

대 최고의 권문가 자제인 藤原兼家와 결혼하여 약 21년간의 결혼생활을 기록한 일본 최초의 여류일기작
품이다. 성립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중권에 해당하는 971년 6월에 있었던「西山般若寺」의
참배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현재 유력한 설이다.
하지만 최선본으로 평가받고 있는 宮内庁書陵部蔵 桂宮本을 비롯하여 현존하는 사본은 모두가 에도
시대에 들어와서 서사된 것으로 작품의 성립과 현존하는 사본과는 약600년 이상이나 되는 공백이 있다.
平安時代에 만들어진 대다수의 작품은 산일되었거나 혹은 거듭되는 서사과정에서 유래된 오탈자로 인해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본문도 다수 존재하며, 뺷蜻蛉日記뺸도 예외는 아니다.
유사한 변체가나 자모의 특성으로 서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바로 잡기 위해, 江戸時代
의 국학자들은 추측비판에 의해 원형에 가까운 본문복원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주석자 개인의 추측에
의한 본문복원 작업이 가지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각 사본의 본문비교와 더불어, 각
사본 및 판본에 기록되어 있는 고주석의 비교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일본)국문학연구자료관 소장 뺷蜻蛉日記뺸 고사본을 연
구대상으로 하여, 학습원대학도서관소장 뺷蜻蛉日記뺸 사본과의 비교를 통해 상호의 영향관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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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는 한편, 뺷蜻蛉日記뺸의 본문복원 작업에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

II. 국문학연구자료관 소장 뺷蜻蛉日記뺸 사본의 의의
「日本古典籍総合目録データベース」에 의하면 현존하는 뺷蜻蛉日記뺸의 사본은 일부 결권인 상태를
포함하여 총 29곳에 37권1)이 남아있다. 뺷蜻蛉日記뺸의 사본연구는 池田龜鑑 박사의「蜻蛉日記の伝本と註
釈書」(宮廷女流日記文学、1927)부터 시작하여 上村悦子씨의「蜻蛉日記校本・書入・諸本の研究」(古典
文庫、1963)으로 집대성되었다. 하지만 그 후에 새롭게 소재가 파악된 사본에 대해서는 일본국내에서도
그다지 연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문학연구자료관에는 일본국내에 소장된 다수의 사본 마이크로필름과 아울러 뺷蜻蛉日記뺸와 관련된
몇 개의 고사본 및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귀중본 뺷蜻蛉日記뺸는
상・중・하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의 표와 같은 설명과 함께 이미지데이터를 홈페이지에 공개하
고 있다.
<표 1> 國文學硏究資料館蔵 뺷蜻蛉日記뺸 書誌詳細
記載書名
書誌ID
卷數
刊写の別
形態
書誌注記
所藏者
請求票出力

蜻蛉日記(かげろうのにっき), 外
200016992
上・中・下
写
27.2 × 19.9cm, 大, ３冊
〈奥〉(奥書)「元禄九年四月十四日以水戸中納言卿御本一校了／密乗沙門契沖」
〈書〉朱書あり
国文研貴重書、和古書
99-167-1~3

앞서 뺷蜻蛉日記뺸의 본문연구는 현존하는 각 사본의 비교연구를 통해 본문을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고 언급했지만, 그것과 동시에 고사본의 여백에 기록되어 있는 頭註・傍註 또는 行間註釋과 같은 주
석의 비교연구도 필수불가결한 연구과제이다.

1) 国会(江戸末期写三冊)，静嘉(校本、三冊)(校本、三冊)(伴信友・内藤広前書入本三冊)，宮書(江戸初期写三冊)(嘉永六写三冊)，
学習院(上田秋成跋、三冊)，関大(一冊)，京女大(三冊)，京大(清水浜臣自筆本二巻二冊)，教大(享和三清水浜臣写二巻一冊)，
慶大斯道(宝暦六版東世子写、冬照校合書入本三冊)，国学院(谷川士清書入本三冊)，東大(江戸初期写三冊)(三冊)(安政三写三
冊)，日大(三冊)，岩瀬(伴信友手沢本、欠本、一冊)，島原(三冊)，桜山(二冊)，彰考(契沖書入本三冊)，神宮(元禄一〇版慶徳如
松写、谷川士清書入本三冊)，大東急(江戸初期写、谷川士清校本三冊)，多和(三冊)，春海(延宝元写一冊)(天明八識語、三冊)，
無窮神習(三冊)，旧下郷(八冊)，旧彰考，鵜飼五郎(三冊)，岡倉由三郎(三冊)，山脇毅(江戸中期写三冊)，吉田幸一(江戸初期
写、契沖書入本三冊)，［補遺］宮書(天明八写三冊)(中巻欠、二冊)(三巻一冊)，岡山大池田(巻上・中、二冊)，滋賀大(三冊).
<http://base1.nijl.ac.jp/infolib/meta_pub/CsvSearch.cgi 국문학연구자료관 홈페이지 2017년 6월 30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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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국문학자료관 소장본 (상권 )

[그림2] 학습원대학 소장본 (상권 )

국문학연구자료관 소장 뺷蜻蛉日記뺸 귀중본의 본문 및 주석기록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는 학습원대학 도서관 소장본 뺷蜻蛉日記뺸(契冲手写本, 大学図書館貴重書,
請求記号730/16)와 행간주석 및 하권 말의 刊記 등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 전체적인
서체, 한 장에 수록된 본문의 항수와 한 항에 수록된 글자 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일치하고 있기에 동
일인물에 의한 필사본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는 상권의 시작부분에 한해서 일부 일치하지 않은 행간주석을 비교한 결과, 두 필사본의 성립
사정에 대해서 일정한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상・중・하권 전부를 면밀히 조사해보면
보다 정확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뺷蜻蛉日記뺸의 필사본을 비교 조사하는 연구는 국내에서 전무한 사정이며, 아직까지 일본국내
에 있어서도 국문학연구자료관 소장본과 학습원대학 도서관 소장본을 비교한 선행연구는 없다.

III. 학습원대학도서관소장 뺷蜻蛉日記뺸 사본과의 비교
국문학연구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귀중본 뺷蜻蛉日記뺸는 상권 말의「注異者今賜借 水戸中納言光圀卿
御本対校而注者也 元禄九年四月十一日 契沖」과, 하권 말의「元禄九年四月十四日以水戸中納言卿御本
一校了 密乗沙門契沖」의 識語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契冲가 직접 필사한 것으로 추측되는 고사본
이다. 이것은 학습원대학 도서관 소장본 뺷蜻蛉日記뺸가 보관되어 있는 목제상자의 표제에도「契沖手写」
라고 적혀 있어 두 사본은 契冲에 의해서 필사된 사본으로 추측된다.
契沖는 山岡浚明(1712-1780)와 더불어 에도시대 뺷蜻蛉日記뺸의 본문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기
에, 契沖의 필사본에 대한 조사는 뺷蜻蛉日記뺸의 주석사 연구 및 주석서간의 상호영향관계 규명에 있어
서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국문학연구자료관 소장본과 학습원대학 도서관 소장본은 필체와 형식에 있어 상당히 흡사하여 동일인
물에 의해 필사된 사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림3 국문학연구자료관 소장본 상권 3丁表 8行目]의 본
문과 그에 해당하는 학습원도서관 소장본 [그림4]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상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なかイ

국문학연구자료관 소장본의 경우「あふさかのせきや°なるちかけれは」와 같이 和歌의 上句에 해당하는
일기본문 중「せきや」와「なる」사이에 특별한 여백 없이 異本의 표기를 참조해「せきや[な][か]なる」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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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문수정에 해당하는 행간주석을 묵필로 적고 있다. 이에 비해 학습원대학 도서관 소장본은「あふさか
な か な る イ

のせきや□□なるちかけれは」와 같이 필사단계에서부터 두 글자에 해당하는 여백을 두고 朱書로 행간주
석을 적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 국문학자료관소장본 (상권 3オ8)

[그림4] 학습원대학소장본 (상권 3オ8)

즉, 동일인물에 의해 필사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국문학연구자료관 소장본의 성립이 학습원대학 도서관
소장본의 성립보다 앞선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단순히 원본의 필사에 충실했던 국문학연구자료관 소장본
보다 이본을 참조하여 올바른 본문표기를 시도하고 있는 학습원대학 도서관 소장본 필사자의 의도가 엿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예는 상권의 일부에 그치지 않고 상권의 나머지 부분과 중권, 하권을 면밀
히 조사해 보면 보다 뚜렷하게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현재까지 두 사본을 일부 비교 조사한 결과, 상호간 상당히 밀접한 영향관계 속에 성립되었다
고 여겨지지만, 그 성립시기에는 분명한 전후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IV. 나오며
현재 국내에서의 뺷蜻蛉日記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텍스트 해석이나, 동시대 작품과의 관계연구,
또는 한국 문학작품과의 비교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해 変体仮名로 기록되어 있는 필사본
의 본문 및 행간주석을 비교 조사하여 그 성립사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연구는 관견의 범위 내에서는 없
다.
국문학연구자료관 소장본 뺷蜻蛉日記뺸 귀중본과 학습원대학 도서관 소장본 뺷蜻蛉日記뺸 고사본은 일부
행간주석 및 하권 말의 刊記 부분을 제외한 서체, 한 장에 수록된 본문의 항수와 한 항에 수록된 글자
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일치하고 있기에 동일인물에 의한 필사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두 사본의 본문 및 행간주석을 비교해 본 결과, 일부 상이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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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바탕으로 국문학연구자료관 소장본의 성립이 학습원대학 도서관 소장본의 성립보다 앞선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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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수업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제안

신은진
(명지대학교)
Shin, Eun-Jin (Myongji University) A Practical Suggestion for the Activation of Japanese
Language Class.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the fatigue of teachers and learners in Japanese classrooms.
Japanese language classes are based on university’s Blended Learning (BL) with 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eaching methods and
strategies to reduce the burden and fatigue of learners and teachers in Japanese classroom. In
the first semester of 2015, “Media Japanese” was surveyed. This is an elective course for the
first year students of the Japanese Language Depart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Japanese Teacher’s burden and fatigue
(1) Problems of pre-class design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environmental
maintenance problem
(2) Difficulty in class activities and management
· Pre-work: Finding materials and creating sheets, uploading materials and links
· On the day of class: Computer use, operation
· After class: Check LMS status, confirm and encourage comments
(3) Communication problems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learners
2) Japanese Learner’s burden and fatigue
(1) Class activities - Media activities and theme activities
· Problems with LMS accessibility and utilization
· Difference in amount of activity between groups
(2) Presentation - LMS capacity issues and role allocation
· Problems with LMS storage / publishing capacity
· Problems of group internal role allocation / responsibility / contribution
(3) Task Activities - Technological Challenges and Institutional Problems
· Problems using character software - Word / Hangul
· Individual Japanese typing method / speed difference
· Difference in Japanese operation level between learners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find a way to teach Japanese classes more effectively
through new BL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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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국내 대학교 일본어 교육 현장에서도 학습자 주도의 문제해결형 교수･학습이 권장되면서 다양
한 교실활동이 모색되고 실천되고 있다. 교수자에 중점을 둔 기존의 전형적인 교실활동(문형 도
입, 연습, 확인 및 정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수업 방법)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실제 커뮤니케이션
기능 육성에 중점을 둔 리서치 및 발표 활동, 학습자 상호간 페어 활동, 프로젝트워크 중심의 그
룹 활동 등 다양한 교실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어 수업에서의 다채로운 교실활동은 학습자에게 일본어를 실제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일
정의 성취감을 맛보게 하고 학습 동기를 높여주는 고무적인 실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수업 실천에 있어서는 교육현장 참가자인 교수자에게도 학습자에게도 많은 부담을 유발하
여 양자 모두에게 회피되는 경향이 있다.
본고에서는 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이하LMS)을 이용하여 기존
교실 수업에 온라인 수업을 조합한 블렌디드러닝(Blended Learning:이하 BL)을 도입한 일본어수
업을 중심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교실활동에서 느끼는 부담 및 피로도를 살펴보고 경감을 위한
실천적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조사 개요
이하 대학교의 LMS를 이용하여 기존 교실형 수업에 온라인 수업을 조합한 BL일본어 수업인
“미디어일본어” 수업의 상세를 기술한다.
1. 수업 개요

본 실천 연구의 대상 수업은 2015년도 1학기 4년제 대학교 일본어학과 1학년 대상 전공선택과
목인 “미디어 일본어”이다. 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멀티미
디어실에서 3시간 연속(50분 수업 후 10분 휴식)으로 시행되었다.
1) 수업 설계 및 운영

본 연구의 수업 실천 대상인 “미디어 일본어”는 크게 수업활동과 과제활동으로 나누어지며 수
업활동은 중간고사를 전후로 미디어 활동과 테마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수업활동의 총정리는 15
주차에 시행된 [그룹 발표회]이고 과제활동의 총정리는 16주차의 [과제제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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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업계획서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날자
3月4日
3月11日
3月18日
3月25日
4月1日
4月8日
4月15日
4月22日
4月29日
5月6日
5月13日
5月20日
5月27日
6月3日
6月10日
6月17日

수업활동
오리엔테이션：일본어를 사용하는 미디어
문자미디어1：신문, 잡지, 블로그
문자미디어2：우편(편지, 엽서,FAX, 메일)
음성미디어：라디오, 팟캐스트
영상미디어：TV(케이블 방송, youtube)
종합미디어：인터넷(검색엔진등)
SNS(Facebook、Twitter、Line), 게임
＜중간고사＞
테마1：韓国語と日本語
테마2：観光とショッピング
테마3：美容と健康
테마4：政治と経済
테마5：食べ物と風習
테마6：趣味と余暇
정리: 미디어리트러시［그룹 발표회］
＜기말고사＞

과제활동
ひらがな・カタカナ
自己紹介・職業
疑問詞・指示詞
数字・電話番号
時間、曜日
日にち
数助詞
名詞
形容詞1(い形容詞)
形容詞２(な形容詞)
動詞1
動詞2
動詞3
총정리
[과제제출]

또한 BL을 도입한 일본어수업의 설계 및 운영에는 ADDIE모델을 응용하였다. ADDIE모델은
鈴木(2008:5)의 인스트럭셔널 디자인(instructional design:이하 ID)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설계 기법
이다.

稲垣他(2011:13-25)에

의하면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시

(Implement), 평가(Evaluation)로 대표되는 ID의 일련의 프로세스는 필요에 의해 개선(Revise as
needed)하면서 학습이론(심리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정보학, 미디어 기술 등의 통합적 기반 위

에 성립된다.
수업 운영은 BL을 도입하여 이하 <그림1>과 같은 LMS를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교수자는 수
업 전에 사용할 자료(PPT, 배포 자료, 관련 사이트 주소 등)를 업로드하여 학습자와 공유하였고
학습자는 예습 및 정보 및 자료 공유에 LMS를 활용하였다.

< 그림 1> 수업 LMS

2) 조사협력자
“미디어일본어” 수강생은 15명이고 사전조사에 의한 일본어 학습력은 0년이 3명(20%), 1년 이

하가 6명(40%), 1년 이상 3년 미만이 4명(27%), 3년 이상 5년 미만이 2명(13%)이었다. 또한 15명
중 8명(53%)이 고등학교에서, 7명(43%)이 사설 학원 등에서 일본어를 배운 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의 2명(13%)에게는 중학교 “방과후 교실활동”으로 일본어를 접한 경험이 있었다. 한편, 일본어
능력시험(JLPT)은 12명(80%)이 미응시 상태였으나 N2 보유자가 1명(7%), N1 보유자가 2명(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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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 표 2> 학습자 그룹 상세
그룹명
1
2
3

일알못
위기탈출넘버원
사이코

인수
(남녀)
여2
남1/녀1
여2

학습력
０
上/初
０/初

그룹명
４
５
６

해피투게더
이치고이치에
다코야키

인수
(남녀)
남2/여1
남2/여1
남1/여2

학습력
N2/0/中
N1/初/中
N1/0/初

또한 수업에서는 辛銀真(2016a:40)과 마찬가지로 학습자 상호간의 학습, 지원을 촉진하고자 그
룹 형식으로 교실활동에 임하게 하였다. 그러나 수업에 사용하는 멀티미디어실 책상 구조가 2인
1조로 고정화 되어 있었고 컴퓨터 선 연결 관계로 앞뒤로도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상기 <표2>와 같이 한 그룹 당 학습자 수용 인원을 3명으로 제한하고, 학습자 희망을 반영한 랜
덤 매칭 방식(NAVER 사다리게임)을 사용하여 6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III. 결과 및 분석
본고에서는 BL을 도입한 일본어 수업 실천 과정에서 나타난 교수자와 학습자의 부담 및 피로
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수자의 부담 및 피로도
(1)수업 사전 설계(사전조사)의 장애 및 환경 정비 문제
(2)수업 활동 및 운영의 어려움

･사전 작업: 자료 찾기 및 시트 작성, 자료 및 링크 업로드
･수업 당일: 컴퓨터를 활용한 운용, 활동
･수업 후: LMS현황 확인, 확인 및 격려 댓글
(3)교육기관 및 학습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2) 학습자의 부담 및 피로도
(1)수업활동-미디어 활동 및 테마활동의 소극성

･LMS 접근성 및 활용도의 문제
･그룹 간 활동양의 차이
(2)발표회-LMS 용량 문제 및 역할 배분

･LMS 저장/게시 용량의 문제
･그룹 내부 역할 배분/책임/공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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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클라우드 기능을 이용한 자료 공유

(3)과제활동-기술적 난관과 제도적 문제

･문자소프트 사용 문제-워드/한글
･학습자 개별 일본어 타이핑 방법/속도 차이
･학습자간 일본어 운용 레벨 차이
1.표현
일본어
それ、何?
なんですか。

한국어

참고(한자,읽는법 등)

< 그림 3> 과제 문법 시트

3) BL의 활용과 개선 방향

상기에서 살펴 본 교수자와 학습자의 부담 및 피로도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업 종료 후 실시한
수업만족도 앙케이트 조사에서 “미디어 일본어”학습자는 전원이 ‘매우 만족’인 5점을 표기하고
있다. 특히 그 이유로 [(대학교 LMS)온라인 툴의 사용] 및 [(인터넷 등을 사용한)신선한 일본어
정보](14명), [(일본어 미디어를 실제 활용한)그룹 발표회](13명)를 들고 있으며, 상세 기입한 이유
로는 ‘학교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가 전체 공개 되어 있어 좋았다’ ‘언제든지 편리하게 볼 수 있
어 좋았다’ ‘교수님과 학우들과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바로 대화가 가능했던 점’등을 들고 있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불리는 학습자들이 온라인 툴을 선호하고 그것을 매개로 한 수업이나

활용한 활동에 특별한 저항이나 부적응이 없이 일본어 교실활동에 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어교육현장 수업에 BL을 도입하여 시행할 경우, 본 연구의 과제활동의 경우와 같
이 교수자와 학습자의 부담이 늘어 오히려 교수학습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LMS 사용에
관하여는 조사협력자 중에서도 ‘학교 홈페이지 용량이 적어 결국은 다른 매체를 써야하니까 비
효율적’ ‘다른 수업도 모두 홈페이지 사용이 필수라 넘 힘듬’ ‘굳이 안써도 되는 수업도 다 하라
고하니까 짜증나는 경우도 있음’‘교실 컴이 후져서 하기 싫었음’등 BL을 도입한 수업이 오히려
부담과 피로도를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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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고에서는 일본어 수업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현재 대학교 일본
어 교육현장에서는 LMS 사용이 일반화되어가고 있고, BL을 도입한 수업이 기존 교실 수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LMS의 현실적인 제약과 기술적인 문제 등이 교수학습 피
로와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새로운 BL수업 실천을 통하여 교실활동 및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인 일본
어 수업 운영 방법을 모색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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戯作を題材とした初級教育に関する一考察
ー黄表紙の趣向を中心にー

古田貴久
(강원대학교)
Furuta Takahisa(Kang-Won University) Consideration about the initial education about
Gesaku-hon: Mainly on the ldea of Kibyoushi-hon
(Of the product for beginner’s class learners , Edo literary-art teaching materials)

Ⅰ.はじめに
日本語の学習において文学の学習が必要不可欠であることには議論の余地がない。
日本の国語教科書において2017年度には小学五年用教科書に夏目漱石の 뺷坊ちゃん뺸 と芥川龍之介の 뺷蜘蛛
の糸뺸、小学六年用教科書に宮澤賢治 뺷イーハトーブの夢뺸 などが採用されたことからもそれを知ることができる。韓
国の日本語教育の現状においても文学の学習が持つ意義は小さくなく、単なる日本語から韓国語といった翻訳学習
の域を超え、それらを通じ日本史、社会通念、美意識、表現などといった幅広い知識を会得する絶好の機会である
といえる。
しかしその一方、辞書を頼りに文面を追うことに集中するあまり、暗記の連鎖に陥ることも教育現場では多々見られ
る光景である。また、学習時間の浅い初級者においては文面から作品が持つ機敏を読み取ることはなかなか困難で
あり、題材となる作品の難易度の設定は文学を媒体とした講義の大きな課題の一つであるといえる。このような状況の
中、初期学習者を対象に江戸天明期に流行した黄表紙などを代表とする戯作本を入門編として活用することにより、
その後の学習の足掛かりとなる基礎教育の可能性を探るのが本研究の目的である。
黄表紙においては現在でのアニメ、漫画との関連性1)に言及した研究も多く見受けられ、その内容から大衆娯楽と
しての意義は認めつつも、文学的価値を疑問視する意見2)が存在するのも事実である。しかしその一方で、短い文
章の中に娯楽の要素を多く取り入れ、流行や通、うがちを代表とする趣向の美意識を高く評価する研究も存在す
る。3)
黄表紙とは江戸時代中期、亨保期に誕生した書物であり、頁毎に挿絵が描かれ余白部分にはその挿絵や物語
に関する意味が補足的に書かれていた。挿絵などが示すように元々は絵本や児童書としての性格が強かったが江戸
を中心とした経済の発達や流通の発達に伴い内容が大人向けに変化し、最終的に「経済的余裕のある大人が楽し
む娯楽としての書物」となった。安永四年に恋川春町の手により初の黄表紙作品 뺷金々先生栄花夢뺸 が発表され
1) 国学院大学 뺷近世文学会 第13号뺸
2) 美術フォーラム21(2011年) 뺷美術フォーラム21뺸(だいご書房)
3) 和田博通(1979年) 뺷菊寿草前後뺸(뺷天明文学뺸 東京堂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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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のを受け、安永十年に勝川春常は絵草紙評判記 뺷菊寿草뺸 で以下のように評価した。これらを見ても児童書や
子供向け読み物の範疇を超えていることを窺い知ることができる。
思へば昔々にて、二十余年の栄花の夢きんきんせんせいといへる通人いでて、鎌倉中の草双紙
これがために一変して、どうやらこうやら草双紙といかのぼりはおとなの物のなつたると
おかし。

そして黄表紙についての先行研究として和田(1979)は4)黄表紙を次のように定義している。
1)．非現実的な内容で空想性が強いもの
2)．洒落本の絵解き本のように当世性が強いもの
3)．当世的な内容を非現実的な趣向で表現したもの

これらが示すように、黄表紙を代表とする戯作本はその趣向と創造性が生命線であり、挿絵や見立てといった解説的
要素がありながらも大人が読むに適切な文学であるといえる。

II. 趣向とは
趣向とは定義にもあるように黄表紙が誕生して以来、キーワードとして存在してきた。中村(1987)は5)黄表紙とは趣
向の文学であると論じている。国語辞書6)では趣向という言葉について次のように定義している。
1)．おもむき、意向
2)．あじわいや面白味がでるよう工夫すること。またその工夫。
(以下略)

これが示すように、趣向を理解することが黄表紙の趣を理解する上で欠かせない要素である。初級学習者において
はこのような作品内にある趣や面白味を理解することが簡単でないことは想像に難くない。しかし、この黄表紙の趣向
を読み解く上で鍵となるのは夢の存在である。学習者も各自がそれぞれ夢や目標をもって日々学習に取り組んでお
り、学習が終わった後で、卒業した後で、または資格認定に合格したらなどの”将来、成功したら”の夢と作品登場
人物の夢を置き換えることにより登場人物に自分自身の立場を投影し、作品の解釈にあたることが可能なのである。
初級学習者が江戸の市井や風俗流行を文面から想像するのは至難の業であるが、至極単純な’もし成功したら何
をするか’といったような願望自体は本人の学習との共時性があるのである。黄表紙に代表される戯作本が成立した
1600年代中盤とはまさに日本の近代経済がその産声を上げた時であり7)、消費を柱とした経済活動が当然となった現

代との共時性、この二つの共時性がこそ、学習者が自身の姿を作品に置き換えて解釈を深める有効な手段となるの

4)
5)
6)
7)

和田博通(1979年) 뺷菊寿草前後뺸(뺷天明文学뺸 東京堂出版)
中村幸彦(1987年) 뺷中村幸彦著述集 第四卷뺸(中央公論社)
広辞苑(岩波書店 1998年増補新版)
棚橋正博(2012) 뺷山東京伝の黄表紙－経済と社会風俗－뺸 15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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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ある。
ではなぜ、夢の趣向が黄表紙において不可欠なのか、それはまさに黄表紙の誕生自身そのものが江戸市民の夢
の世界と現実社会の狭間にほかならないからである。

Ⅲ. 趣向としての夢
夢を題材とした文学作品は枚挙に暇がない。作品と夢の関係に関する研究も多く存在する。では江戸戯作、特に
黄表紙の夢にどのような特徴があるのかに注目したい。江戸の文芸と夢について植木(2012)は8)このように論じた。
近世の夢には遊びの精神、余裕が生まれている。生活は夢に縛られていない。夢の取捨選択
を生活の中で判断している。(中略）遊びの精神、余裕がもたらしたのか夢が創作の領域を
開拓し着想、題材ともに文芸美の一面を開拓した(中略)

つまり文芸作品における夢とは遊びの精神という性質持っていたのである。また黄表紙の夢の趣向については
黄表紙には夢を筋全体の構成に用いたものが数多くあるが、夢は荒唐無稽であり
滑稽化に格好のものとして登場した。いうならば遊び精神の産物である。それだ
けに本質への追及は乏しい。

このように論じた。黄表紙では夢は遊びの本質を追及するひとつの方法論であり、その夢がもつ本質は他の文芸に
比べ低いために読者はその性質を深く追い求めるよりも表面上の滑稽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という大きな特徴を持ってい
たのである。このように一般的な文芸作品に比べ、もっと単純明快に遊びの精神のみを追求すべく、黄表紙では主
人公たちは夢という最終目標の達成のために奔走するのである。これにより学習者にとってはわかりやすく明解な感情
移入が可能となり、同時に江戸の流行や風俗を学習す好機となりえると考える。では実際の作品における夢の趣向の
描写に注目したい。

Ⅳ. 夢と現実
先に論じたように安永四年に恋川春町作画 뺷金々先生栄花夢뺸 をもってして黄表紙は誕生した。題名において夢
があるように主人公である金兵衛が出稼ぎのために江戸へ向かう途中、茶屋で仮寝し、その極短い時間で見た夢の
世界で富豪の養子となるも最後には転落し、人生の儚さを悟る。金兵衛が望み、活躍した舞台は生理的意味での
夢の世界である。뺷金々先生』においては地方からの出稼ぎ労働者が江戸で思い描いた金銭的成功の夢、社会
的成功の夢を表わしているといえる。この夢は当時の労働者であれば誰であれ持ち合わせていたであろう’成功こそが
我が夢’であり、この意味での成功自体には非合理性が無く、まさに可能性は低くとも現実性のある夢であるといえ
る。そして成功の暁に金兵衛とその取巻きは片っ端から快楽を享受するべく行動を開始する。即ち
8) 植木智弘(2012) 뺷國學院 113号 喜三ニの黄表紙と夢の趣向뺸 3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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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金々先生』で

描かれる夢の到着地とは遊びそのものなのである。
ここで関連項目として遊びの本質である通の概念に注目する。黄表紙が夢と遊びの空想世界で展開され、学習
者が感情移入したのならば、通の本質に触れることができる。通は江戸文芸において欠かすことのできない要素であ
り、現在の社会でも目にすることのできる趣向ではあるが、遊びの場における暗黙の了解に近い通の精神を読み解く
のは至難の業であるといえる。しかし黄表紙では主人公たちは通を目指しながらもその目論見は悉く失敗に終わる。反
対に読者は失敗を通じ、その行動を反面として僅かながら通の本質に触れるのである。뺷金々先生』では
(序)神銭論にいわゆる、是を得るものハ前にたち、これを失ふものハ後へとたつと。それ是、
これを言ふかと云々

(四)金兵衛家督を嗣ぎてより、なにニ不足はなけれバ、段々おごりに長じ日夜酒宴をのミ事となし
(五)金々先生北国の遊びもし尽くしければ、これより辰巳の里と出かけ、あらゆるさへをつくりけり

このように快楽の追及が生き生きと描かれているが、結局金兵衛は通として名を立てることはできずに終わる。
また、黄表紙の傑作、天明五年(1785年)に山東京伝が発表した黄表紙 뺷江戸生艶気樺焼』では同じような夢を
趣向を活かしつつも、手法は正反対となっている9)。主人公艶二郎は生家が大富豪であり、生まれついた瞬間より経
済的成功が約束されているのである。しかしながら金兵衛と同じく遊里で人気を得たい、通としての名を上げたいと思
い、また同じように流行の最先端を追いながら奔走する。
(六ウ)艶二郎もとより浮気者なれば深川品川新宿はいふに及ばず端端まで買つてみた
けれど、浮名ほど手のある女郎はないと思へしが、

(八ウ)艷二郎は役者女郎の心意気にて回向院道了の開帳に提灯を奉納せひんと思ひ浮名と手前の紋を比翼紋につけさせ
る注文にて北里喜之介請合いて田町の提灯屋へ誂える

(十ウ)薬研堀に名のある芸者七八人、艶二郎に雇われ勘当のゆりるよふにと浅草の観音へ裸足参りをする。

これらのように艶二郎は生家の富を背景に金の力で通を体得しようとするのであるが
これまたその行動も全て失敗に終わる。当時、主人公艶二郎のモデル探しが市内で流行するなど10) 뺷江戸生艶
気樺焼』は高い人気と評価を得た。所謂流行本だったのである。しかし物語の柱となる趣向は大きく変化している。
山東京伝自身、作品 뺷作者胎内十月図』で次のように黄表紙の必要要素の名目を表している。
趣向一両 思案一両 故事附五分 小文才三分 気根十匁 えごごろ三匁

これを見ても作者京伝は趣向を最重要視していることがわかる。ではなぜ、京伝は黄表紙初期の夢の趣向から地
方の田舎の青年が都会で成功する夢を省き、正反対ともいえる趣向を描いたのであろうか。やはり、そこには江戸を
取り巻く環境の変化が大きく、夢の世界に生きる黄表紙とはいえいよいよそれを無視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証左なので
ある。
現在の日本で集団就職や職人修行の類の言葉を目にしなくなったのと同様、当時の江戸は経済都市として栄華を
極めており、その経済は人々の目的目標に変化を与えるほどだったのである11)。これは数多の経済変動を経て社会
9) 井上隆明(1986) 뺷江戸戯作の研究 黄表紙を主として뺸(新典社)
10) 小池藤五郎(1935) 뺷山東京伝の研究뺸 岩波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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構造が一変した現代との共時性なのである。社会と作品の共時性は多いほど、また近いほど初期学習者にとっては
解釈に近づくことになるといえる。
二重支配下であった江戸天明期とは、人々の生活は名目上の支配階級である武士に握られながらも流通や出版
といった分野では市民の力が明らかにそれを凌駕していたといえる社会である。この矛盾が流行や時世に機敏な黄表
紙の趣向に新しい命を与えることとなるのである。結局それを日本語の教材としてとらえた時、夢の趣向の変化に注目
すれば江戸の階級制度や歴史、経済史に触れることとなり、内容に注目すれば当時の人々の願望、流行を知ること
となり、行動の故の失敗を見れば本質までとは至らなくも通としての美意識に触れる、このように文章が短く、難解とは
いえない題材でも切口により学習の足掛かりは多岐にわたるのが黄表紙を使用することの最大の特徴であるとすること
ができる。
Ⅴ. おわりに

文学作品を学習で使用する際、その手引書ともいうべき解説書の重要さに関する先行研究は12)棚橋(20120)など
がある。元々、黄表紙などは文学としての出発点が穴を穿つ精神であったがために価値を見い出すことが容易では
ないという宿命がある一方で、通や江戸っ子といったような活きた人物描写には注目すべき点が多い分野である。天
明期の江戸の繁栄はまさに現代の社会と鏡写しであり、欲望が満たされつつある市井の人々が次に目指すところは時
代を越え、願望をもっている人間ならではの共時性が高いと言える。初級学習者において、可能な限り身近に感じら
れる人々が躍動する短編を教材とすることがより深い学習の足掛かりとなる。さらに見立てや擬人化などアニメや劇画と
の共通項が多ければその効果が増すことにつながる。その単純な趣向と夢のなかに、日本文芸の重要要素でもある
通や都市性の一端を垣間見ることができれば、入門書としての意義は大きいといえる。
また、黄表紙は作者の通としての知識を読者がどこまで看破できるかを競う面も持ち合わせており、それぞれ読者の
理解度のより①表面を読む初心者、②多少の知識を持つ訳知り、③作者との同心円といえる共感者の三種に分類さ
れている13)。これらを見ても
一度の学習に止まらず、知識を得た後に再読すればまた違う風景を見ることができるのも大きな特徴である。しかし
黄表紙をはじめとする戯作本では心学や教訓、敵討ち物などその趣向は多岐にわたるため、更に細かい趣向の本質
の理解が必要であるが、それらを今後の課題とし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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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시대의 일본어교육과 정보 리터라시(Information Literacy) 수업의 필요성

이경숙
(아주대학교)

Yi, Kyong-Suk (Ajou University). Japanese education in ICT age and a necessity of classes
for information literacy
With the development of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technology, the
Japanese language educational environment has been rapidly changing now in both population
intelligence (AI)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an era where both computers and smartphones can use information retrieval sites such
as Google and real-time information can be concentrated, as well as automatic translation by
AI and voice retrieval are also possible.
The contents of Japanese language education and educational methods have been also
changing due to the provision of a learning environment that allows students to study
anywhere even if the Internet is connected without being restricted by time and place.
With the advent of the Digital Native generation of using digital devices as well as changes
in the learning environment of foreign languages, the paradigm of Japanese language
education has been changing.
What kind of item in Japanese education is required for the AI era? This can be said that it
is a very important issue when considering future Japanese language education.
I would like to insist on a necessity for information literacy classes specializing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especially Japanese language education.
Information literacy can be said to be an indispensable educational item in the SNS era as
including “information collection ability”, “ability to evaluate and analyze information” and
“information dissemination ability”. In the field of Japanese language education, training of
specialists who can process and analyze information provided in Japanese is the most
important period.
In this research, we discussed the curriculum of information literacy education such as
selecting teaching contents of information literacy specializing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making teaching materials, and the method of creating sylla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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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CT 시대의 외국어 교육 환경의 변화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과 4차 혁명시대에 접어든 지금 일본어 교육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동영상 사이트 Youtube나 Google Play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외국어 학습어플리케이션
을 활용해 일본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Google과 같은 검색 사이트을 이용하여 리얼타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이 자동번역도 해주고 음성검색도 가능한 시대이다.
또한, 정부가 2018년부터 국내 9개 대학과 125개 초·중·고등 학교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급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교육]도 확대되어 가는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의 IT기술 발달에 힘입어 e-class, i-campus등의 이름으로
수업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대학 강의를 무료로 온라인상에 공개하고 있다(예:Coursera,
KOCW). 바야흐로 대학교육이 캠퍼스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세계 지구촌이 거대한 강의실

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일본어 교육의 파라다임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실
감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습자들의 학습패턴과 유형이 변화했음을 교육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학의 교양 일본어 초급 과정의 수업에서 학기 초 일본어 가나문자 테스트를 한
다고 하면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서 어떤 학습 어플리케이션이 좋은 지 문의를 해 온
다. 또한 일본어 단어를 효과적으로 외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면 그 다음시간에 단어를 외
우는 데 도움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수업의 다른 학생들과 공유를 하기도 한다.
수업이

끝난

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iNative(언어

학습자를

위한Q&A

커뮤니

티:https://hinative.com/ko)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업에서 배웠던 일본어에 관한 궁금증을 사이트에
투고하여 질문을 던지면 리얼타임으로 답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일본어 학습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인터넷베이스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출현으로 교수자와 학습자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
달해 주는 전달자와 수혜자라는 수직관계에서 학습자의 학습 진척을 이끌고 도와주는 수평적인
학습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수평관계로 바뀌고 있다.
ICT기술이 발달한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일본어교육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거역할 수 는 없게 되었으며 일본어 교육현장에 있는 교수자로서 대학 레벨의 일본어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II. 앞으로의 일본어 교육:정보 리터러시 능력 육성의 필요성
앞에서 일본어의 학습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인공지능(AI) 시대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과연 일본어교육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가. 인공지능(AI)
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일본어 교육에서 새롭게 대두한 중요한 교육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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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토하는 것은 [일본어 학습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자동 통/번역을 해주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외국어를 힘들여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수자가 필요 없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일까. 필자의 예상은
[아니다]이다. 타인과의 소통은 인간의 본능으로 타인과의 소통의 도구인 언어, 특히 외국어를

매개체로 하는 소통의 벽이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CT기술의 발달로 외국어를 접
하는 방법과 기회는 점점 늘어날 것이며 초급레벨보다 고급레벨의 외국어 학습자가 늘어날 것이
며 다양한 학습 어플리케이션은 학습자들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줄 것이다.
일본의 대학생들은 학습상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학교 도서관 을 찾기 보다 제일 먼저 인터넷
검색을 한다고 한다(米澤 2006). 이는 비단 일본의 대학생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학생들도 일상의
모든 궁금증을 인터넷상의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일본은 이미 2003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정보교육]을 필수 과목
으로 가르치고 있다. 한국 역시 2018년부터 초/중등 학교에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함
에 따라 디지털기기와 디지털 테크놀로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가 대학
문을 두드리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어 교육 분야에서도 ICT를 활용한 정보활용능력의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와 같이 리터러시
(literacy)란 단어를 종종 들게 된다. 정보 리터라시는 단순히 컴퓨터를 잘 다루는 컴퓨터 리터러

시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정보 리터라시는 [정보수집능력][정보를 평가하고 분석하
는 능력][정보를 발신하는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소셜 네트워크(SNS)시대의 필수 교육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일본어교육에서도 일본어로 제공되는 정보를 처리, 가공, 분석할 수 있는
일본 전문가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ICT시대의 정
보 리테라시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항목이라 할 수 있다.
필수 교육항목이라 할 수 있다. 일본어교육에서도 일본어로 제공되는 정보를 처리, 가공, 분석
할 수 있는 일본어전문가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필자는 외국어교육, 특히 일본어 교육과정에 정보 리터러시를 접목시켜 일본어교육에 특화된
정보 리터러시 과목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III. 일본어 교육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정보 리터러시 교육 방안
앞에서 일본어 교육 분야에 있어 [정보 리터러시]수업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일본어교육에 특화된 정보 리터러시 교육 내용을 선별하고 교재를 만들어 정보
리터라시 교육의 커리큘럼과 실러버스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
하여 일본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들어나면서. 일부 대학에서 이공계 취업을 위해 과목
이 있기는 하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가르치기는 하지만, 제한된 수업시간에 무슨 내용을 어떤 식
으로 가르쳐야 하는 지 정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커리큘럼은 물론 실러버스조차 찾아보기 어
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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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정보 리터러시 교육을 아래와 같이 3단계로 나눠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가) 초급레벨: 일본어 키보드 입력방법, 일본어로 문서작성법(MS-Wors)과 Excel, Power

Point 사용법

교육
나) 중급레벨: 일본어 검색사이트에서 기본 검색방법 익히기, 뉴스 검색과 음성검색법 교육. 일본과
일본어에 관한 지식이 많은 교수자들이 일본어 정보 선별과 선택시의 유의점을 지도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다) 고급레벨: 수많은 텍스트 안에서 유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이나 텍
스트마이닝((text mining) 기법 익히기. 대규모 언어 코퍼스(corpus)가 양산되고 있는 현
재 대규모 일본어 코퍼스에서 언어지식을 습득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텍스트마이
닝 기법은 일본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필수 교육항목으로 여겨진다.

인공지능(AI)시대의 일본어, 일본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일본어교육에 특화된 정보 리터라시 교
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일본어교육과 연계된 정보 리터러시의 수업 내용을 선별하고 교재를 만드는 작업이 우선 선결
되어야겠다. 또한, 실제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 을 일본어교육에 활용하는 방안과 구체
적인 수업 설계에 관한 실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 리터라시 수업을 위해 일본어 교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교육 강화 및 일
본어 빅 데이터(Big Data)를 다룰 수 있는 교수자를 양성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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翻訳における「取組」「取組み」「取り組み」に対する一考察

안용주
(선문대학교)
An, Yong-Ju(Sun Moon University). A study of the Japanese orthography ‘torikumi’ on the
J-K translation
There are three of the current spelling systems (orthography) for ‘tori-kumi’ in the text for
example, 「取組」「取組み」「取り組み」. We can find easily that sentences here and
there that using each type in the middle of texts. However, these three kind of spelling
systems has different and multiple meaning in each sentences or phrase. Because of became
compound verb is that’s why. ‘tori-kumi’ combined two words from ‘toru’ and ‘kumu’. In
Japanese especially can find many of the compound words because Japanese life culture is
complex more than any other cultures and Japanese language has particular feature with
easily divide and combination even foreign language can union with. For example,
‘kamikoppu(紙コップ)’’supu-sasa(スープ皿)’’piano-kyoshitsu(ピアノ教室)’’go-metoru(五メー
トル)’are that. This linguistic feature is a cause of difficulty in translation Ja-Ko. In this
study, I will analyze three of orthography and has meaning in sentences or phrase and will
consider for meaning at the translation situation between Ja-Ko.

I. はじめに
翻訳は「ある言語を別言語に訳す作業であり、ある言語のAという表現を別の言語のBという表現に表
す場合を、“translate A as B”」と表現できる。ここで大切なポイントは、“as”は「等価(equibalence)」が

中核的な意味(河原2008)、本来、記号Aと記号Bの意味(価値)は異なるが、「等しい(equal)価値(value)のも
のと見做して」訳すこと」だとしながら、翻訳の本質は「価値付け行為」と指摘した。「翻訳」と「解

釈」においては、翻訳は１対１の関係、即ち原文と訳文が１対１のそれぞれ２つの言語システムの中で
独自に存在するが、解釈は１対多の関係、即ち「解釈の対象」と「解釈されたもの」の関係が１対多の
関係におかれている。それし様々な「真」や「偽」の価値の一つをあるシステムに属するすべての命題
に結びつける(フェレオレ著、山下雅之訳、１９９７)」と対応関係を記してある。最近はクーグルサイト
で自動翻訳まで行われていることから翻訳に対する特殊性が薄れて来ていることは差し置いて、本稿で
は、「複合語」故に起き得る日－韓翻訳において考察を行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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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文の構造と複合語の翻訳
1. 翻訳と文構造

英語を日本語で翻訳する際に、原文と翻訳文が明らかに対応関係を持っている部分は翻訳しやすい
し、原文との対応関係が明らかでないところは当然翻訳困難である。即ち、名詞は名詞、形容詞は形容

動詞、動詞はさ行変格活用の動詞という対応関係が成り立つのだが、英語にはある代名詞、冠詞、前置
詞、単福の数などは一対一の対応関係に乏しい。と云われている(柳父章、2008)。これは、英文で言う
「文」とは文の構造上、まず「主語＋述語」の形式が基本になっているからである。しかし、韓国語と
日本語は英語と比べて必ずしも語順を守ら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はない。云わば、語順にそれほど拘ら
ない特徴があると言える。これは、SOVの語順を持っている言語の特徴でもある。韓国語の場合は「格

助詞」を通じて文の成分を表すので｢主語｣と「目的語」の位置が変わったとしても伝わる意味は同じく
伝達されるからである。
(a)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

(b)

영희를 철수가 사랑한다.

2. 複合語と翻訳

「複合語」は「単語のうち、意味・語形の上から二つ以上の単語の結合によって出来たと認められる
語(大辞林 第三版)」「単語をその構成上から分類した場合の一類で、本来独立した用法をもつ二つ以上
の単語が結合して出来た単語(日本大百科全書)」を言う。合成語とも言われるが、文法上では一つの単語
と認める。複合語の品詞は後接する語(形態素)の品詞によって定まるが、複合名詞・複合動詞・複合形容

詞などに分類できる。本稿では主に複合動詞に属する「取組」についてその「表記｣と｢意味わけ｣「翻訳
の立場」を調べることにした。複合動詞は、二つの単語が結合したものであるが、日本語には種類が非

常に多く、形態素から考えると「名詞＋動詞」「動詞＋動詞」「形容詞＋動詞」に分類できる。「動詞
＋動詞」からなる複合動詞は、
解説
前項が後項を副詞的に修飾
前項の表す動きが、後項の表す動きの様態を規定
前項が基本的な意味、後項が文法機能などを担う

例示
切り倒す、ふりかける
引き始める、押し続ける、作り上げる、書き上げる

3. 複合動詞の形態素

翻訳においては最もホットイシューとして「自動翻訳(machine translation)」のことが挙げられる。第2
次世界大戦以降、アメリカとロシアで軍事的に行われていた自動翻訳は今はウェブ・グローバライゼー
ション(web

globalization)やソフトウェア、文書の現地化、字幕処理、チャット翻訳などの多様な場面で

使われるようになった。さらに、過去にはそれぞれ独立したシステムとして開発されていたものが、最
近は文書の生成から翻訳、検索までが同一システムから可能になっている。自然言語処理は機械翻訳の
最も大切なテクニックであるが、複合動詞の扱いは日本語の機械翻訳でもその扱いのために色々と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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されている。それは、複合動詞が今まで現れていたものだけに限られるのではなく、いくらでも新しく

現れる可能性を含んでいるからでもある。宮本健司ら(2000)では、複合動詞を言語学的な構成要素で分類
し、組み合わせ可能な動詞の種類に着目して複合動詞の構成規則を前方に来る動詞と後方に来る動詞別
にタイプ別に分けている。
動詞の形態

分類の方法
表記分類
意味分類

後方動詞
活用形(形式)
相状態
種類
前方動詞

意思性

鳴らし始める
鳴らす(連用形－動作相－継続動詞－
意志動詞)＋始める(動作の発生)

動詞の持つ意味

例示
はじめる、いく、ある
動作／現象の継続
現象／作用／状態の変化
空間移動
連用形
連用形＋て
状態相
動作相
継続動詞
瞬間動詞
意思動詞
無意志動詞
行為
動作
位置／初秋県の移動

III. 複合動詞「とりくみ」
1. 「とりくみ」の表記

「とりくみ」は動詞「取る」と「組む」からなる複合動詞である。表記上の現状を見るためにウェブ
上で三つの条件で検索を行った。
表記(形態)

検索内容

取組

16,300,000件

取組み

130,000,000件

取り組み

131,000,000件

「とりくみ」に関する表記の件を調べるには、内閣告示第二号「送り仮名のつけ方」(1973、1981年改
正)で、一般の社会生活において現代の国語を書き表すための送り仮名の付け方のよりどころを定めた文
書がある。その通則6によると、「複合語の(通則7を適用する語を除く。)の送り仮名は、その複合の語を
書き表す漢字の、それぞれの音訓を用いた単独の語の送り仮名の付け方による。」とされてある。これ
によると「取り組み」が当てられる。しかし、「許容」の部分に行くと「読み間違えるおそれのない場

合は、次の( )の中に示すように、送り仮名を省くことができる。」とされながら、「売り上げ(売上げ・
売上)、取り扱い(取扱い・取扱)、乗り換え(乗換え・乗換)、申し込み(申込み・申込)」などが挙げられて
ある。通則7は、「複合の語のうち、次のような名詞は、慣用に従って、送り仮名を付けない。」とされ
てある。(1)特定の領域の語で、慣用が固定していると認められるもの。(2)一般に、慣用が固定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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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認められるもの。｢注意｣書きにおいて「通則7を適用する語は、例として挙げたものだけで尽くしては
いない。したがって、慣用が固定していると認められる限り、類推して同類の語にも及ぼすものであ
る。」とされ、表記の自由を大きく広げていると見受けられる。これによって、通則7の(1)で示す範囲内
に「取」に関する例が、「関取」「頭取」「取締役」「事務取扱」「取扱」｢取次｣「取引」「受取」が

検索される。「組」に関する例は、「組合」「乗組」「番組」などがしめされてある。文の中で動詞で
使われている場合は「取り組む」「取り組んで」の形で使われているが、名詞の場合は「取り組み」
「取組」両方を使っているが、書物や小説などでは「取組み」の表記も少なくない。뺷朝日新聞の用語の
手引き』からも「活用のある語は、「支払い」「手続き」「取り組み」のように送り仮名を付ける」と
いいながら、「慣用が固定していると認められる語」として「支払・手続・取組」が正しいと紹介して
いることをみると、どうもこれはケース・バイ・ケースが有り得るとしか言いがたいところがある。
2.「とりくみ」の意味わけ

「取る」は 뺷日葡辞書』にも出るほど昔から使われている痕跡がある。
原型は「取る」で「取り、取る、取つた」になっていることが分かる。
①鳥を取る 새를 잡다
②首を取る 목을 취하다.(전쟁에서 목을 베다.)
③名を取る 명성이나 평판을 얻다.
④宿を取る 집을 손에 넣다. 혹은 집을 빌리다.
⑤所領を取る 영지를 받다. 획득하다.
⑥他の妻を取る(他人の妻を掠め取る) 남의 부인을 뺏다.
⑦手を取り組む 격투하는 사람처럼 서로 손을 맞잡다.
⑧籤を取る 제비를 뽑다.
⑨血を取る 나쁜 피를 뽑다.
※韓国語翻訳は筆者によるもの

⑩手を取つて教ゆる 제자의 손을 잡아 이끌면서 교수하
다.
⑪淦を取る 배 안에 고인 물을 양수기로 퍼내다.
⑫実を取る 밭작물의 열매나 나무에 열린 과실을 따다.
수확하다.
(비유적으로)설교나 과업 등의 성과를 얻어서 효과를 보다.
⑬縁を取る 가장자리를 붙이다. 또는 가장자리를 세번 접
어서 꼬매다.
⑭帽子を取る 모자를 벗다
⑮玉を取る 고환을 없애 거세하다.
(16)芯を取る 양초의 심지를 잘라내다.

「組む」は「組み」「組む」「組んだ」
①①組(クミ) 組紐(꼬아서 만든 끈) 등처럼 조합한
많은 사람들의 연계 혹은 결합

1.
2.
3.
4.
5.

1. 組・与する 일체가 되다. 혹은 서로 이어지다.
2. 腕や手で取り組む 손이나 팔로 (스크럼을)짜다.
3. 格闘する 격투하다.
4. 手を組む 혼자서 양팔, 양손을 교차해서 짜다.
5. 手を取り組む 두 사람이 격투할 때 손을 교차해서 짜다.

※韓国語翻訳は筆者によるもの

뺷日葡辞書』に現れている用例を中心に調べたことによると、「取る」における意味は｢組む｣と比べて
とても多義に分かれることが分かった。これに対応する韓国語の解釈をみると、
(1)잡다 (2)집다 (3)가져(집어)오다 (4)취하다 (5)먹다 (6)(무엇을)하다/일을 보다 (7)떼다 (8)벗다 (9)빼앗다 (10)뽑다
(11)없애다/제거하다 (12)따다 (13)받다 (14)얻다 (15)(신문 등을)구독하다/보다 (16)찍다/뜨다 (17)맞추다 (18)맡다/지다
(19)사다 (20)택하다 (21)(주문해서)가져 오게 하다/시키다 (22)훔치다 (23)(이부자리 따위를) 펴다/깔다 (24)받아들이다
(25)모시다/사사하다 (26)세다/재다 (27)주장하다 (28)(맥을)짚다/헤아리다 (29)(보기 따위를)들다 (30)(불명예)따위를
초래하다/쓰다 (31)(とり＋動詞형태)직접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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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翻訳の立場からの「とりくみ」

翻訳の立場から「とりくみ」を調べるためにウェブからの例文をピックアップすることにした。
「とりくみ」に関する翻訳の立場を理解するために、まず、①「取組」「取組み」「取り組み」のそ
れぞれの例文を集める必要がある。②それぞれの例文の翻訳の立場から考えるために日英翻訳がなされ
ている例文を調べることにする。③三つの表記上の違いが意味にまでさし使いを生じる可能性を調べる
ために例文の使われた文柄を考える必要がある。④前接と後接を形態素から調べる必要がある。以上四
つのことを調べる上で「とりくみ」が動詞で使われている例文が除外することにした。

分析のために収集した事例は、「取組」は

580例、「取組み」は750例、「取り組み」は749例を収集

した。事例はそれぞれ「語節」、「句」、「節」、「文章」単位として分けられる。

英語では普通「語」「句」「節」と大別するが、｢語｣ は、文字通り単語１語１語のことを言う。
「句」は２つ以上の語が集まり一つの意味のかたまりを成し、一つの品詞のような働きをするものを言
う。例えは、the car in the garage(車庫の中の車)というとき、in the garage(車庫の中の)+the car(車)で分
けられる。「in the car車庫の中の」は「the car車」を修飾する形容詞の役割(形容詞句)をするが、｢語｣
と｢語｣から成る「句」の形を持つのである。しかし、英文法での｢句｣は、｢２語以上の単語の集まりで一
つの意味のかたまりを成す｣とされているので、a

new

car(新しい車－名詞としてのかたまり),

very

beautiful(とても美しい－形容詞としてのかたまり), very slowly(とてもゆっくり－副詞としてのかたまり)
のように、一つの意味のかたまりと言う意味で捉えるとしたら、the car in the garage(車庫の中の車)全体
を一つの意味のかたまりである「句」とも言える。｢節｣は、複数の｢語｣と｢語｣が集まって成す「句｣の中
に、「主語」と「述語」の主述関係の構成を成しているものの、一つの「文」として独立していないも
の(あくまで文の一部)を意味する。例えば、I know that he is honest.は二つの部分に分けられる。「私は

知っている。I know(S+V)」「彼は正直である。He is honest(S+V)」すなわち、文の中心である(主述関
係の)I knowをthat he is honest(名詞節)が修飾している形なのである。それに比べて、日本語は「 語 ＜
文節 ＜ 節 ＜ 文章 」の形を持っている。
(1).「取組」

「取組」の事例はまず４つのカテゴリ化を試みたが、「語節」と「句」の単位は翻訳上細かく切るこ
とによって全体の訳がこじれる可能性を持っているので以下３つのグループに分けて考えることにす
る。
カテゴリ

「語節」／「句」
「節」

「文章」

事例
好取組(a good match)、取組方針(METI Priorities)、取組状況(Current status) 等
今後の取組(Actions for the future)、TPPへの取組(Initiatives toward TPP)、手形の取組先(the
payee) 等
取組に関する事項(Matters related to management)、大学における取組(Initiatives at Universities)
等
彼は取組の連続３０勝を得た。
He has now earned 30 consecutive bout victories.
買い物支援の取組は、基本的にはビジネスベースの取組が対応されることが望ましい。
It is preferable that the efforts for shopping support are given through efforts on the basis of
business in principle.

뺷日葡辞書』キリシタン版の一種で、ポルトガル語で解説した辞典。イエズス会によって、1603年から
1604年にかけて長崎で発行された。全てポルトガル語で記述され、約32,000語を収録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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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語での「語節」は「文を実際の言語として不自然でない程度に区切った最小の単位」または「意
味を壊さない程度に短く区切った文中の一区切りの言葉」という日本語の「文節」に近い。

IV. 結び
調べた「取組」「取組み」「取り組み」は、前接の「とり」における多義に分かれる意味拡大が歴史
的に長くされてきたことで、翻訳における意味の多様さが見受け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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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쓰기 교육의 교수-학습 내용과
급별 연계성에 대한 고찰
–텍스트 단위별 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한정희
(한양대학교)
Han, Jepng-Hee (Hanyang University). A Study on the Teaching-Learning Contents and Level
Linkage of Korean Writing Education: Focusing on writing education by text unit
In this study, we tried to identify the education contents and level linkage of Korean writing
education through analyzing the writing items presented in Korean textbooks. As the number
of Korean learners for academic purposes increases, so does the need for learners to create
complete text. However, since it is difficult to expand the writing ability in a short time,
systematic writing curriculum and content preparation are necessary.
In this regard, we paid attention to the vertical “linkage” between Korean levels of beginner,
intermediate, advanced, or between writing processes of pre writing-writing- post writing stage
in Korean writing education. This is because the type of text that is the main content of
writing education, the text unit that fills it, and the writing process and the guidance
activities are not segmented for each level, but can be helped to create complete text if
presented repeatedly, deeply, with linkage
Therefore, analyzing the textbook which is the implementation of Korean curriculum and
contents, we could confirm on the surface of the linkage of Korean writing education.
Therefore, we selected four types of Korean textbooks to analyze the types of writing text,
units of text, and the frequency of writing guided activities presented in the textbooks from
grade 1 to grade 6, and to confirm the level linkage of writing contents shown in each
textbook.
As a result, in the three integrated textbooks of four books, writing text from beginner to
advanced tended to be presented in one type or in a specific level. In addition, the text units
of sentence, paragraph, and writing are not presented with linkage and the sentence units are
presented at the beginner level and the writing units at the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
According to the text units, writing method of control, induction, free writing was shown.
Also, sentence writing was taken as control writing method, and paragraph and writing unit
were presented as induction and free writing method. In other words, the educational content
of Korean writing is low in repeated and deepened sequence according to Korean pro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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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type of text determines the content and language forms that create the text,
continuous writing learning about the text type from the beginner level is needed. In
addition, to create one text, writing teaching-learning should be linked from sentence unit to
writing unit in any leve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ncrete education contents
and plan of text creation according to proficiency in the realization process of Korean writing
education in the future.

I. 서론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0만명을 넘어섰다.1) 이에 함
께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도 강조되어 오면서 한국어 교육에서 쓰기 영역
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쓰기’는 중·고급으로 갈수록 하나의 텍스트를 완성해
나가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학습자들은 이 부분에서 학습의 어려움을 느낀다.2)
쓰기는 다른 언어 영역과 달리 숙달된 쓰기 능력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하다. 쓰기의 과정은 다양한 요소와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적 측면에서
체계적인 ‘학습’의 단계가 필요한 언어 기능이다. 더욱이 외국어로서의 쓰기는 성인 학습자의 경
우에도 모어 화자의 쓰기와는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 면에서 쓰기는 학습의 단계를 거치면서 집중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언어 기능이다. 다양
한 학습 목적의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는 쓰기 영역에 대해서 학습 단계
별 긴밀한 교육 과정을 제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학문 목적이라는 분명한 학습 목표가 있는
학습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초급 단계에서부터 계획된 구체적이고 긴밀한 쓰기 교육 과정과 내용
이 마련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완성도 있는 텍스트 구성을 교육하기 위해서 언어 숙달
도에 따른 쓰기 교육의 내용과 목표가 매우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교육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의 연계성을 고찰해 보고 교재 분석을 통해 쓰
기 교육 내용과 급간 연계 양상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쓰기 교육에서의 연계성
Tyler(1949)는 교육 경험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세 가지 준거로 계속성(continuity), 계열

성(sequence), 통합성(integration)을 제시하였다. 이 준거들은 수직적 측면과 수평적 측면으로 분류
하였는데 수직적인 측면은 계속성과 계열성, 수평적인 측면은 통합성으로 제시하였다. 그 중 통
합성은 교육의 경험이 서로 연결되고 통합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점차로 통합된 견해를 갖도
1) 현재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교육부 추산 2015년 기준 91,332명에 달하였
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 추산으로는 2016년도 10월 기준으로 이미 117,534명에 이르렀다.
2) 외국인 유학생들과 한국어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에서도 학습자들이 학업을 수행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
끼는 언어 영역은 쓰기이며, 그 중에서도 논설적 텍스트 쓰기와 설명적 텍스트 등의 학술적 텍스트 쓰기를 어려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덕희 2003, 이은영 2005, 홍정현 2004, 이현국 2007, 전미화 2015, 임진숙 201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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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도와주고, 다루었던 요소들과 관련해서 학생의 행동을 통합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어야만 한
다는 것이다.3) 한국어 교육에서도 통합은 주로 교수법의 통합과 언어 기능 간의 통합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연계’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통합’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양상을 보였
으나 점차 교육 과정의 ‘수직적’ 관련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구체화되고 있다. Tyler(1949)는 ‘연
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계속성과 계열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후 학습간의 관련
성, 확대성, 심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연계성은 ‘교육 과정과
학습 단계간의 수직적 연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심영택 1995, 배주영 2006, 류현수 2006,
최성덕 2007) 이에 본고에서도 ‘연계성’의 의미는 Tyler(1949)의 계속성과 계열성을 포함한 교육
과정과 내용의 수직적 관련성으로 보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수직적 측면에서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 이는 국어 교육과 영어 교육에서 교육 내용과 교육 과정 상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는 것과 대비된다. 국어 교육과 영어 교육에서의 연계성 연구는 대체로 국내 학령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학습자의 언어 발달 과정에 맞춰 언어 학습 목표가 연계성 있게
조직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리가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은 학습 대상이 대체로 성인
이고 학습자마다 언어 학습을 시작하는 숙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연계성 있는 표
준 교육 과정 구축과 제시가 쉽지 않다. 현재 한국어 교육에서 쓰기에 대한 연구는 쓰기 교수법
을 적용한 교육 방안, 텍스트의 결속성, 그리고 교재 분석을 통한 쓰기 활동 방안 등이 연구되고
있다.4)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 내용과 과정의 급별 연계성에 대해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언어 영역에서 쓰기는 교수-학습 면에서 다른 언어
기능보다 어렵기 때문에 쓰기 교육의 과정과 내용 및 단계에 따라 매우 유기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초급 단계에서부터 그 나름의 형식을 갖춘 텍스트 생성 학습 내용이 중, 고급 단계로 연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연계 항목은 본고에서는 텍스트의 유형, 텍스트의 단위, 쓰기
지도 활동을 중점으로 보았다.

III. 교재를 통해서 본 쓰기 항목의 연계성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쓰기의 교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국내
한국어 교육을 대표하는 대학 내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의 쓰기 교육 방안을 모두 확인해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에서 교재는 교육 과정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구현
체라는 점에서 볼 때 교재를 통해서 쓰기 교육의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연계성 분석의 항목

본고에서는 한국어 쓰기 교육 과정의 연계성 파악을 위해서 국내에 출판된 한국어 교육 기간의
3) Tyler(1996, 진영은 옮김: 94-96)
4) 신영선(2009)에서 한국어 초급 단계의 쓰기 활동과 언어 기능의 연계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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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과정의 주교재로 1급부터 6급까지 편찬된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절에서 살펴볼 내
용은 앞서 언급한 연계의 원리에 따라 교재에서 제시한 쓰기 텍스트의 유형, 쓰기 텍스트의 단위,
쓰기의 지도 활동이 언어 숙달 단계에 따라 수직적으로 반복, 심화되어 연계되는가하는 것이다.
먼저, 각 교재에서 쓰기 작문으로 제시하는 텍스트의 유형이 1급부터 6급까지 수직적으로 계
열성을 나타내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쓰기 영역에서 제시되는 하나의 글은 그 유형적인 특성
이 있고 그에 따라 소재, 담화표지, 글의 전개 기능 등과 연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글의 유형이 일정한 수준에서부터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글의 유형에 따라 단락 단위의 글쓰기
가 가능한 초급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반복, 확장되면서 제시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은 쓰기 영역에서 제시되는 텍스트의 단위별 연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하나의 글은 개
별 문장과 단락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쓰기에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
확한 문장으로, 또는 문장과 문장으로, 단락과 단락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는 각각의 쓰기 과정에서 텍스트의 단위 별로 문장 쓰기와 단락 쓰기, 그리고 글쓰기가 하나의
작문의 형태로 완성되기까지 연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쓰기 텍스트 단위에 따른 쓰기 지도 활동의 연계성에 대해 확인할 것이다. 본고에
서 의미하는 쓰기 지도 활동이란 쓰기를 제시하는 방안으로 통제, 유도, 자유 작문의 제시 방안
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실제 쓰기의 과정에서 다음 단계를 위한 전 단계로서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러한 지도 활동의 연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분석 결과
1) 급간 쓰기 텍스트 유형의 연계성
2) 급간 텍스트 단위의 연계성
< 표 1> 텍스트 단위별 쓰기 항목 비중
교재
A교재

B교재

C교재

D교재

단위
문장
단락
글
계
문장
단락
글
계
문장
단락
글
계
문장
단락
글
계

1급
14
19
10
43
12
11
0
23
1
5
19
19
27
27
1
55

2급
13
3
27
43
10
10
10
30
0
0
24
24
1
5
26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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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12
7
27
46
12
9
4
25
3
14
22
39
13
35
27
75

4급
0
4
26
30
8
9
4
21
0
5
18
23
0
0
30
30

5급
0
0
20
20
8
14
6
28
2
5
27
34
8
0
8
16

6급
0
0
18
18
9
17
6
32
16
9
47
72
0
0
26
26

3) 급간 쓰기 지도 활동 유형의 연계성
<표 2> 쓰기 지도 활동 유형 빈도 5)
교재

A교재

B교재

C교재

D교재

단위
통제
유도
자유
없음
계
통제
유도
자유
없음
계
통제
유도
자유
없음
계
통제
유도
자유
없음
계

1급
15
24
4
0
43
11
7
7
1
26
0
0
24
0
24
29
27
2
0
58

2급
8
16
14
0
38
10
10
10
0
30
0
0
24
0
24
1
2
30
0
33

3급
0
15
15
0
30
8
10
10
1
24
0
18
8
1
27
0
13
65
1
79

4급
0
16
14
0
30
9
15
15
1
28
0
16
11
1
28
0
0
30
0
30

5급
0
3
17
0
20
4
20
20
0
29
0
16
27
14
57
0
8
7
0
15

6급
0
6
12
0
18
3
14
14
0
37
10
23
44
1
78
0
0
26
0
26

IV.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의 쓰기 교육 내용 및 과정의 연계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학문 목
적에 따른 쓰기 텍스트 생성의 요구에 따라 한국어 교육에서의 쓰기 교육 내용과 과정도 언어
숙달도에 따라 반복, 심화를 기반으로한 연계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재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의 쓰기 제시 항목은 쓰기 텍스트의 유형, 텍스트의 단위, 쓰
기 지도 활동의 측면에서 급별로 긴밀한 연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완성도 있는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에서 쓰기 교육에 대해 연계성
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은 크게 텍스트의 유형․소재․언어 형식 등을 포함한 쓰기의 내용상의
연계성, 문장․단위․글로 이어지는 테스트 단위의 연계성, 그리고 쓰기 전․쓰기․쓴 후의 과
정적 연계성으로 쓰기의 내부와 외부에서 입체적으로 연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교재를 통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쓰기 제시의 연계성을 밝혀 보았다. 그러한 점에
서 실제 쓰기 교육 현장에서의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5) 쓰기 지도 활동은 각 교재의 쓰기 항목에서 통제-유도, 유도-자유, 통제-자유 등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서 하나
의 쓰기 항목에 중복적으로 나타난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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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한국어 수업에서 복합양식적 교육의 수용
-영화 <부당거래>를 활용한 ‘주인공 변론하기’ 수업 사례-

전형길
(우송대학교)
Jeon, Hyeoung-gil (Wusong University). The Acceptance

of Multimodal Education in

Undergraduate Korean Language Classes: A Case of ‘Defending the Protagonist’ Class Using
the Movie <The Unju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ceptability of multimodal education utilizing
movies and Internet media in Korean language classes for foreign undergraduate students.
Recently, the reliance on multimodal text has been increased as the use of new media based
on Internet increases. Korean language education also increasingly adopt new forms of
semantics from media including movies, dramas, entertainment shows, and various videos. This
media literacy education is essential to cultivate critical and analytical thinking ability beyond
the ability of Korean language communication to young foreign students familiar with digital
media. In this article, I conducted a speech class using the movie <The Unjust> for foreign
undergraduates. This class is helpful to speak critically and realistically because learners defend
a character in the movie, critically understand the reality through the theme of the movie, and
express their opinion on it. In addition, multimodal literacy education can be realized by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new information within the community through activities of
reading the necessary information before and after watching the movie, organizing information,
and sharing organized image media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n this way, the case presented
in this paper have educational implications in that the learners judge the value of the
information found in the media, acquire necessary information in it, and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as a new meaning constructor through the process of constructing new information.

I. 서론
이 연구는 외국인 학부생의 한국어 수업에서 영화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복합양식적 교육의
수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매체들의 사용이 늘어
나면서 복합양식(multimodal) 텍스트에 대한 의존도가점차 늘어나고 있다.1) 이와 같은 현상은 개
1) 복합양식이란 인쇄매체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문자 언어 기반의 단일양식 텍스트가 아니라, 문자, 영상, 소리,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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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특정 정보들을 찾아서 조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구성하는 능력, 즉 수많은
정보 중 자신의 목적과 가치에 맞는 정보를 찾아 운용하는 능력이 중시되는 최근 사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어교육에서는 영화나 드라마는 물론 예능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유튜브 동영상까지
미디어가 갖는 독특한 의미구성방식을 교육에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매체 문식성 교육
은 현재 수많은 매체들에 익숙한 젊은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넘어서 비판
적, 분석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영화 부당거래를 활용한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고, 이
수업 사례를 통해 한국어교육에서의 복합양식적 문식성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학부생의 한국어 교육이 새로운 문식적 환경을 인식하고 수용해야 하
는 필요성과 향후 한국어 매체 문식성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복합양식 문식성과 한국어교육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복합양식 문식성이 요구된다. 현재 교육에
서는 디지털 문식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신 문식성 개념을 실제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에서도 영화나, 광고, 인터넷 등의 복합양식 텍스트의 활용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말하기나 읽기 등의 수업에서 흥미 유발을 위해 보조적
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전형길, 2017)2)
현재 디지털 매체의 사용자들에게 요구되는 문식성은 디지털 매체의 시스템이 제공하는 방대
한 정보들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추출하는 능력이다. 이는 곧 정보처리능력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그것을 해석하고 활용하며 평가하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의미구성에 참
여하는 일련의 의사소통 상호작용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있는 정
보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타인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에 기반 하여 자신만의 독창성을 끌어
내는 비판적 문식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의 영화 <부당거래>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은, 한국이라는 사회적, 공간적 맥
락에서 긴밀하게 서로 얽히는 각 인물 간 구도를 주제로 한다. 각 인물의 행위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타인(다른 인물을 변론하는 동료 학습자)의
입장을 면밀히 고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진이나 그림 등 각 양식들이 최소 둘 이상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정현선,
2008:173-177).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인터넷 기사, 블로그, 동영상 등이 모두 복합양식적 텍스트라고 볼 수 있
다.
2) 정현선(2014:64)에서는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의 목적에 대해 ‘전통적인 매체와 새로운 매체가 공존하고 경쟁하는 현
대사회의 매체 생태계에서 다양한 양식들(modes)이 적절히 결합된 텍스트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및 태도를 기르
는 데 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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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판적 문식성과 학부생의 한국어 말하기 과제

한국어 수업에서의 과제의 선택은 학습자의 교육적 성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김보은
(2017)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개인 활동보다는 그룹 활동을, 정적 과제보다는 동적 과제를 선호하

며, 자신이 좋아하는 과제에 참여도가 더 높으며, 말하기 활동에서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주제일
수록 더 발화량이 늘어난다.3) 그러나 현재 한국어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과제는 20대인 이들이
일상적으로 속해있는 디지털 매체 환경이나 인터넷 매체 언어의 반영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도
하다.
그동안 한국어교육에서 다양한 매체를 교실에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고취시키고 타
기능과 연계하고자 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영화를 활용한 수업의 교육적 효과를 논
의한 연구도 상당히 많다(이정희, 1999; 나정선, 2002, 윤영, 2008, 윤영, 2011 등). 그러나 이 연
구들은 매체에 대해 비판적 문식성을 강조한 데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4)
현재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술적 말하기의 목표가 표현성, 비판성 등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요구하는 학문적 발표 능력 또한 해당 주제에 관한 다양한 참고 자료
를 수집하고 내용을 이해하여 정리,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다(장아남, 2013). 이러한 상황에 입각
하여 살펴볼 때, 본고에서 실시한 ‘영화 주인공이 되어 자신 변론하기’ 활동은 학습자의 비판적
문식성을 기른다는 교육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적 과제로 매우 적절한 수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학부생 한국어 수업에서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의 도입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같은 비판적 한국어 문식성을 바탕으로 한 이 수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
된 문식성, 즉 복합양식 문식성을 추구하는 한국어 학습을 진행한다. 학습자는 영화를 감상 후
스스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읽기와 쓰기를 수행한 후, 수업에서 이를 활용한 말하기를 한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업 활동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한다. 이러
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수업은 ‘변론하기’라는 말하기 활동이 최종 과제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는 매체 문식성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네 기능 통합적 수업이다.
둘째, 학습자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즉 한국 사회의 현실적 상황을 소재를 한국어 말하기
과제로 교실에서 활용한다. 영화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 공동체 내
에서 특별히 절대적인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며, 누구나 크고 작은 부당한 일들을 겪
으며(혹은 스스로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각각의 인물들은 나
름대로 행위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상을 학습자가 간접경험하면서 인
물에 대해 논의할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
셋째, 과제 구성과 세부 활동 등 모든 수업 내용에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실현한다. 인터넷
의 활용, 다양한 학습자 배경 지식의 활용, 그리고 조별 활동 등을 통한 등, 이 수업에서 학습자
3) 김보은(2017)에서는 한국어 수업에서 과제의 선호도는 학습자들에게 있어 학습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학습 과정
에서 흥미를 유발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하였다.
4) 박현희(2011)는 내국인 대학생의 비판적 문식력 신장을 위해 ‘공동체와 선’이라는 주제탐색에 적합한 주제의식을
지닌 영화로 본고와 같은 <부당거래>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혼합형 학습방법(Blended learning)을 활용하여 동료집
단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협력적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박현희(2011:18)에서 밝힌 영화 <부당거래>의 교육
적 효용은 이 영화가 권선징악적 도식에서 벗어나 공동체와 정의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감성적으
로 느끼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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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언어 숙달도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각자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극복하며 동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별도로 정해진 정답이 없으므로 학습자들은 발산적 사고와 수렴
적 사고를 여러 번 거듭하며 좀 더 명확하고 체계적인 논리성을 갖춘 담화를 생산해 내는데,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다양한 장점 변인들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오
류에 집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기표현을 위한 언어 항목들을 활용할 수 있다.5)

III. 복합양식적 말하기 수업 사례
1. ‘주인공 변론하기 ’ 수업의 단계 구성

본고에서 활용한 토론 수업의 방식은 영화를 감상한 후 영화의 인물 중 한명을 선정하여 그
인물을 스스로 변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세 명의 주인공이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상대를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형태의 역학적 관계를 갖는데, 학습자는 스스로 한 인물이 되어 자신의 행
동에 대해 변론을 한다. 이때, 교사가 주도가 되어 일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심리 과정을 진행
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의견이 같은 학습자들이 서로 조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한 명
이 대표로 나와서 전체적인 진술을 하고 그 다음 다른 조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자신
을 변론하기를 수행하였다.
본고는 연구자가 외국인 학부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 수업(말하기 관련 수업, 예를 들어 ‘한국
어토의와토론’, ‘한국어문법과표현’ 등)에서 교과 외 활동으로 매 학기 1회 정도 실시한 수업 경
험을 종합하여 본고의 기술에 활용할 것이다.6) 전체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2016년 겨울학기에
진행했던 ‘변론하기’ 수업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1) ‘준비하기’ 단계

영화 감상 전 준비단계에서는 전체 수업 과정이 위와 같다는 것을 설명한 후, 수업의 목표와
활동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간략하게 교사가 해당 영화를 선택한 이유와 제작 년도, 장르 및 주
인공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모두 중국인이었으므로 중국 사회와 관
련하여 영화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7)
5) 학습자는 또한 영화 매체의 시각적, 공간적 몰입을 통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몰입은 학습자들에게 특
별한 외적 보상보다 더욱 큰 즐거움으로 내적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6) 2016년 2학기부터 2017년 1학기, 여름방학 계절 학기까지 약 4차례 정도 진행되었다. 이 과목에서는 학습자들이 주
로 조별 토론 및 발표를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학습자들은 특정 주제로 강의를 듣고, 이에 대한 생각들을 조원
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토론된 내용을 글로 정리하여 제출하거나 전체 학습자 앞에서 다시 발표하거나 하는 방식
으로 진행된다. 이 수업에서 1회 정도 해당 말하기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학기를 거듭하여 진행하는 동안 세부적인
방법은 개선을 거듭하였다. 가령, 어떤 수업에서는 내용 토론하기 수업, 어떤 수업에서는 쓰고 말하기 수업, 어떤
수업에서는 SNS에 의견 달기 등으로 약간씩 변형시켜 진행하였다.
7) 영화는 2010년에 개봉한 영화로 러닝타임은 약 120분, 감독은 류승완 감동이며, 주인공 세 명의 역할을 맡은 출연
자는 각각 배우 황정민, 유승범, 유해진이다. 이 세 사람은 각각 경찰 최철기 역, 검사 주양 역, 그리고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장석구의 역할을 연기했다. 각 인물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압박하고 배신을 거듭하다가, 결국
경찰과 사업가는 죽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된다. 관객수는 약 270만 명으로 흥행에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으나, 인
물 간의 관계가 서로 선악 대결의 구도가 아니며, 지극히 현실적인 사회 주제를 반영하여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발했다는 점에서 젊은 층들에게 비교적 인기를 얻은 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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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터넷으로 학습자들이 해당 영화나 배우들에 대해 직접 검색해보고 아는 인물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았다. 학습자들은 대개 ‘국제시장’이나 ‘베테랑’, ‘신세계’ 등을 본 적이 있어 황정민
배우에 대해 알고 있었고, 예능 ‘삼시세끼’에 출연한 유해진 배우에 대해서도 익숙해했는데, 검
색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서로 나누었다.
2) ‘영화보기’ 단계

본격적인 감상 단계에서는 영화를 3부분으로 나누어서 감상하였다. 각 부분을 감상 후 간단한
대화를 했다. 초반 부분을 감상한 후 배경(주인공의 직업 및 인물의 성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까지 일어난 일에 대한 갈등 구조를 파악해보았다. 예를 들어 극 중 경찰인 최철기
가 경찰대 출신이 아니라서 겪는 어려움과 그의 욕망 등에 대한 이야기를 사회적 배경과 더불어
이야기해 보았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 추측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중반부를 감상한 후에도 다시 줄거리를 정리하며 학습자들이 서로 내용에 대해 묻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습자들은 서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묻거나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 서로
질문하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인터넷에서 어휘를 검색하거나 블로그에 소개된 줄거
리들을 찾아보기도 하였다.
이 영화의 후반부는 비교적 빠르게 내용이 진행되는데,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주인공이 후반부
에 죽음을 맞을 거라고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화는 내용에
서 한 차례의 반전을 가져오는데, 그 반전 부분이 영화에서는 비유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습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다시 돌려보기를 통해 살펴보기도 하였다.8)
< 그림> ‘영화보기 ’ 단계의 세부 활동
수업
활동

초반 감상 후

목표

배경 및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상호
작용
내용

- 갈등 구조 파악하기
- 문제 원인 추측하기

중반 감상 후

⇨

발생한 사건에 대한 줄거리
정리하기

- 내용 예측하기

후반 감상 후

⇨

줄거리 요약하고
감상 정리하기
- 공감되는 인물 이야기하기
-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 질문-설명하기 등

3) ‘변론하기’ 단계

먼저 주인공 3인 중 하나의 인물을 정해 자신의 辯을 쓰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택한 인물이
같은 학습자끼리 조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자 쓴 내용을 바탕으로 서로 발표할 내용을
정리한 후, 대표자를 뽑아 발표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이 활동 과정을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학
습자들의 SNS에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8) 이 영화는 특정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열하여 보고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방식의 구성이 특징인데 이러한
구성으로 인해 전반부 내용은 비교적 지루하다. 이에 비해 매우 사건과 인물 간 갈등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학습자들이 흥미를 잃거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핵심 내용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시
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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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어 수업에서 복합양식적 교육의 수용

IV. 결론
학습자가 다양한 매체에서 찾아낸 정보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한 후 새롭게 정보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에 새로운 의미구성자로 참여해 보았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
또한, 이제까지 한국어 수업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 활용 수업 등과 같은 매체 수업은 쓰고
말하기 등의 언어 기능 활용 측면보다는 그림이나 사진이나 또는 동영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
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논증적, 비판적 사고를 활용할 수 있는 언어 학습에는 적절하지 못
하다거나 혹은 시각이나 청각 등의 감성적 측면의 자극에 유리하기 때문에 주로 본격적인 수업
에서보다는 학습자의 동기 부여나 흥미 유발 측면에 더욱 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본
고에서 진행해보았던 수업 사례는 학습자가 영화의 한 인물을 변론하는 방식으로, 영화 주제를
통해 현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적
이며 동시에 사실적 말하기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말하기 상황에서 학습자가 학습된
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기계적인 구술을 하는 것이 아닌, 역동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타인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피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관성 확보에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영화 감상 전과 후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에서 스스로 찾아 읽고 정보를 구성하며,
조직된 영상 매체 정보를 인터넷에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에 새로운 정보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에
서 복합양식 문식적 교육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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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원리에 의한 한국어의 대화 함축 기제에 대하여

이 정 덕․ 임 채 훈
(서울대 ․ 숭실대)
Lee, Jung-Duck(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Yim, Chae-Hun(Soongsil University). Study of
Korean conversational implicature by M-principle.
This paper is the study of focusing on the Korean expressive mechanisms and items that
motivate M-implicature. Levinson(2000) proposed that the original Gricean maxims be reduced
to three pragmatic principles: what he dubbed the Q[uantity]-, I[nformativeness]-, and
M[anner]-principles. This paper takes notice of M-principle and tries to investigate how this
principle works in Korean. M-principle operates primarily in terms of a set of alternates that
contrast in form. The fundamental axiom is that the use of a marked expression M-implicates
the negation of the interpretation associated with the use of an alternative, unmarked
expression in the same se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he Korean language, the following three basic
mechanisms are mainly functioning in related to M-principle. 1) How to break the law of
honorific system 2) How to speak in reverse, irony 3) How to replace different word with
lexical relation instead of unmarked expression.
Also M-implicature is very suggestive of the terms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earners

who

are

unfamiliar

with

the

use

of

Korean

can

unintentionally

provoke

M-implicature. In situations where unmarked expression should be used, one can marked
expressions only by consideration of meaning.

I. 문제 제기
이 논문은 Grice(1969/1989)와 Levinson(2000)에서 논의된 일반 대화 함축(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 혹은 발화-유형 의미(utterance-type meaning)가 언어 표현에 기반하여 생성된다는 것

에 주목하고 일반 대화 함축, 특히 M-원리에 의해 함축이 유발되는 한국어 표현 기제와 항목에
대해 살피고자 하는 연구이다.
Horn(1984)은 Grice(1975)에서 함축을 일으키는 동인으로서 제시된 대화 원리와 대화 격률을 Q,
R의 두 원리로 통합 제시하는데 Levinson(2000)은 이를 다시 Q, I, M, 세 가지 원리로 재정리한

다. 그 중 M-원리는 “비정상적으로 말해진 것은 정상이 아니다(What’s said in abnormal way, isn’t
normal).”라는 경험 법칙을 바탕으로 함축이 발생하는 기제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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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inson(2000:136)은 “화자가 어떤 유표적인 표현 M과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 D를 지닌 무표

적인 대안 표현 U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표적 표현 M이 들어 있는 표현 “p”를 말
했다면, 무표적 표현 U가 D의 보다 전형적인 부분집합 d를 가리키는 데 비해, 유표적 표현 M은
d의 여집합 d’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며 M-원리를 제안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세웠다.”는 뜻으로 무표적인 “I stopped the car.”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유표적인
표현인 “I caused the car to stop.”이란 말을 했다면 이는 무표적인 표현이 가리키는 보다 전형적
이거나 정상적인 방법(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는 것)으로 차를 세우지 않고 유표적인
방법(예를 들어 자동차를 몸으로 막아 세우는 것)으로 차를 멈추게 했다는 뜻이 함축된다.
본 연구에서는 Levinson(2000)의 M-함축을 한국어에 적용하여 M-원리에 의해 함축이 유발되는
한국어 표현 기제와 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Levinson(2000)에서는 단일 어휘 수준에서 쌍을 이루는 단어들(Lexical Doublets and Rival Word
Formation), 어휘화된 표현과 우회적인 표현(Lexicaized Forms versus Periphrasis), 이중 부정(Litotes:
When Two Negatives Don’t Make a Positive), 문법 표현과 어휘적 표현(Grammaticalized/
Morphologized versus Lexical Expressions), 영-형태소와 형태소 실현(Zero versus Nonempty
Morphology), 반복(중복)어(Repetition and Reduplication)에서 무표적인 것과 유표적인 것을 제시하

면서 유표적인 표현들이 M-함축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어에 M-함축은 대격 조사의 분석(이성범, 2006), 혼종 반복어의 의미(이성범, 2008), 생략
발화의 분석(이성범, 홍승진, 2009) 등에서 다뤄진 바 있으나 이들 연구는 개별 항목의 의미 분
석을 위해 M-함축을 이용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담화 맥락상에서의 M-함축이 다루어진 연구는
찾기가 어렵다. (자세한 내용은 지면 관계상 생략)

III. 한국어 사용 환경에서 나타나는 M-함축의 현상과 기제
1. M-함축의 특징
Levinson(2000)을 바탕으로 M-함축의 특징과 M-함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했는지’와 관련. 즉 말한 내용이 아니라 말한 방식

에 따른 함축.
2) 방식이 유표적인(marked) 특징을 갖는다는 것은 역으로 무표적인(unmarked) 방식의 표현이

상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무표적인 표현을 상정할 수 없다면 M-함축으로 볼 수 없음.
3) 대화 함축의 한 예이므로 맥락에 상대적인 특징이 없다면 M-함축으로 볼 수 없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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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그것이 맥락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추론되는 고정 함축의 특성을 갖는다면 M-함축
으로 볼 수 없다.
4) M-함축은 다른 함축이 추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향이 있는 것과 달리 무표적으로 표현

되었을 경우를 배제하고 갖는 의미의 특징이 있다.
(1) ㄱ. Sue move the car.
I ++> ‘Sue moved the car by driving it, by using the engine.’
ㄴ. Sue made the car move.
M ++> ‘Sue moved the car in some abnormal way, e.g., by pushing it.’

(1ㄱ, ㄴ)은 모두 Sue가 차를 움직이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인 표현 방식이 아닌 (1
ㄴ)처럼 말하게 되면 Sue가 보통의 방식인 ‘엔진을 작동시켜서’가 아닌 ‘밀어서’와 같은 방식으

로 움직이게 했음을 함축하게 된다. 이렇게 M-함축은 표현된 내용보다는 표현된 방식이 일반적
이지 않은 것에서 함축이 동기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ㄱ. She has a pink dress.
ㄴ. She has a pale red dress.
M ++> She has a dress whose color can’t described exactly as pink.
(3) ㄱ. She has a blue dress.
ㄴ. She has a pale blue dress.
M +↛ She has a dress whose color can’t described exactly as blue.

(2)의 예에서는 ‘pink’와 우회적 표현인 ‘pale red’는 전자의 경우 무표적, 후자는 유표적 표현으

로 M 함축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3ㄴ)에서와 같이 ‘pale blue’는 M 함축을 유발하지 못한다.
이는 영어에 ‘pale blue’에 해당하는 어휘가 없어 대조적인 어휘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표적/유
표적 대립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Levinson, 2000, p. 140).
2. 한국어에 나타나는 M-함축
Levinson(2000)에서 제시한 주요한 M-함축 유발 표현 기제는 언어 보편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

로서 한국어에서도 대부분 주요한 기제로서 작용한다. 그런데 한국어의 고유한 특징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표현 기제를 M-함축과 관련하여 상정할 수 있다.
1) 겸양법, 높임법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방법
2) 표현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이야기하는 방법, 즉 반어법
3) 무표적인 어휘 대신 다른 의미관계의 어휘로 교체하는 방법
(4) 친구 1: ㄱ. 오늘 그 책 좀 빌려주면 안 되니?
친구 2: ㄴ. 네가 하는 것 봐서. 일단 물 한 잔만 갖다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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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1: ㄷ. 네, 알겠습니다.

M ++> ‘친구 2’의 말을 적극적으로 잘 따르겠다.

(4)에서 두 대화자는 친구 사이이므로 (4ㄱ, ㄴ)에서와 같이 반말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ㄷ)에서와 같이 아주 높임의 ‘합쇼체’를 사용하여 높임법을 의도
적으로 어기는 표현을 하게 되면 함축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 즉 높임법을 어긴, 유표적 표현
방식이 함축을 동기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5) 사장: ㄱ. 누가 여기에 책상을 놓았어?
직원: ㄴ. 네가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M++> 직원은 사장의 말이 못마땅하다.

(5ㄴ)의 경우는 반대로 낮춤 표현을 섞어 사용함으로써 사장의 말에 대한 불쾌감을 함축으로

표현하고 있다.
높임법과 관련하여 무표적인 어휘 대신 다른 유의관계의 어휘를 대체하여 사용함으로써 함축
을 유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6) 딸: 아빠! 제가 온다고 했던 사람이 왔었어요?
아빠: ㄱ. 그 사람 다녀갔지.

ㄴ. 그 녀석/그 분 다녀갔지.
M++> 그 사람에 대해 나쁜/좋은 인상/경험이 있었다.
(7) 딸: 아빠! 오늘 인사 오신다고 하셨던 분 오셨어요?
아빠: 그분 다녀가셨지.

M+↛ 그 사람에 대해 좋은 인상/경험이 있었다.

(6)의 경우 무표적으로는 (6ㄱ)과 같이 ‘그 사람’으로 실현되어야 하나, (6ㄴ)과 같이 유의 관계

에 있는 ‘녀석’이나 ‘분’이 대체되어 나타날 경우는 관련하여 함축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녀
석’이 가지고 있는 낮춤, ‘분’이 가지고 있는 높임의 의미가 함축에 관여하므로 고정함축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7)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맥락에서 나타나는 함축이 아니라 맥락에 상대적이라
는 점에서 M-함축의 범위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Levinson(2000)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반어법의 경우도 M-함축의 범위 안에서 논의될 수 있

다.
(8) 아들: 엄마! 나 이번에도 국어시험 50점 맞았어.
엄마: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M ++> 성적에 대한 실망을 넘어 어이없거나 혼낼 만한 가치를 잃었다.

(8)의 경우 반어법적인 표현으로서 단순히 반대의 의미, ‘장하지 않다’ 혹은 ‘잘못했다’는 의미

를 넘어 더 강한 실망이나 실망을 느낄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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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M-함축이 한국어교육에 주는 시사점
앞서 보았던 것처럼 M-함축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무표적이고 일반적인 표현 방식
이 아닌 유표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함축이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M-함축
은 한국어교육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어 학습자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표적
표현을 학습 혹은 경험으로부터 습득하지 못하고 단순히 의미적인 측면에서 한국어를 구사할 경
우에 의도치 않은 M-함축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한국어 학습자
가 흔히 보이는 오류도 M-함축과 관련되어 설명할 수 있다.
(9) 교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만나요.
학생: 네. 내일 만납시다.

(9)에서 학생은 아주 높임의 합쇼체 높임법을 사용하여 의도한 인사를 적절하게 표현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일반적, 무표적 표현인 “내일 뵙겠습니다.”를 사용하지 않고 “내
일 만납시다.”를 사용함으로써 청자인 교수가 불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학
습자가 상황에 따른 무표적 표현을 습득하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게 유표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
써 의도치 않은 함축을 유발할 수 있다.

V. 결론
(지면 관계상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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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yer Model 활용기반 녹음 융합 과제 중심의 관용표현 교수・학습 사례 연구
-초급 수준 학습자 대상 수업 절차와 방법을 중심으로-

강란숙
(선문대학교)
Kang, Ransook(SunMoon University). A case study on teaching and learning idiom
expressions in speaking recording fusion tasks based on the Frayer Mod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learner-centered idiom expression
education and to seek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idiom expressions for foreign
students. In this study, I proposed teaching and learning procedures and methods in speaking
recording fusion tasks based on the Frayer Model. It was applied for six times to the foreign
students (Malaysia and India nationality) at S University in Chungcheongnam-do. Frayer
Model is a vocabulary learning strategy tool. This is primarily used in mathematics and
science to teach learners to develop concepts and problem-solving skills while teaching new
terms and concepts are used in the field. In addition, although this concept is still unfamiliar
in teaching Korean language, sever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effectiveness of
teaching and learning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overseas countries. Especially, this has
been utilized as a tool for vocabulary teaching and learning, and in the public education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field in foreign countries. Learning idiomatic expressions are very
interesting work to foreign language students. Because it creates new meanings that combines
two or more vocabularies by reflects the target culture life. On the other hand, this is
recognized as a factor in the difficulty of learning foreign languages. For this reason, this
has been discussed in various studies of effective teaching methods and idiomatic expressions
for learning methods. Unfortunately, there is a lack of case studies on this relevant field.
This study focuses 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hat allows foreign students to learn Korean idiomatic
expressions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advantages of this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it relieves the burden of the learners. The idiomatic expressions of the
beginner level learners by applying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idiomatic expressions arising from the lack of vocabulary knowledge, And
using the Frayer Model that constructs idiomatic expressions in a way that extends the
concept knowledge about vocabulary. Third, it is an effective way to practice speaking
self-directed and repeatedly. This study is a case study for effective teaching Korean idi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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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s applying for foreign students. Therefore, it can be applied to foreign Korean
learners in the field of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language as a self-directed methods. It
may be expected that the teaching and learning procedures and methods could be utilized.

I. 서론
관용표현은 두 개 이상의 어휘가 결합하여 어휘가 가진 본래의 의미가 아닌 목표 문화권 사람
들의 생활과 문화를 반영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자들에게 흥미로운
학습 대상(최권진・정혜령, 2010)이지만, 반면 어휘 의미가 비유적인 의미 해석으로 나타나기 때
문에 학습자들이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Cooper, 1999). 이 때문에 외국어 교육
연구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효과적인 관용표현 교수・학습 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1) 그러
나 기존 논의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언어적 차원에서 관용어의 특성을 분석하거나 관용어를 분류
하는 연구에 주목하여 실제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교수・학습 사례 연구는 부족하다.2) 신
희삼(2013)에서는 관용표현이 단순한 자료 활용으로 이루어지는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습자 중심
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방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료 활용과 피
드백 그리고 오류 수정과 게임 등과 같은 다양한 상호 의사 교환 활동이 학습자 중심에서 다루
어져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관용표현 교육의 한 형태로서 주로 해외의 교육현장에서
새로운 개념 이해가 필요한 어휘 교수・학습의 도구로 활용되는 Frayer Model을 외국어 교육에
서 학습자들의 표현능력 함양을 위한 과제 수행 활동으로 다루어지는 녹음 과제와 융합한 관용
표현 교수․학습 활동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시론적 연구 수업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관용어 교수・학습의 도구로 모바일 도구 활용과 Frayer Model
1. 관용표현 교육과 모바일 도구 활용

한국어 교육에서 관용표현은 외국인이 일상 대화에서 한국어 관용표현을 이해하고 말할 수 있
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하여 교육 현장에서는 교수에 의해 준
1) 이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들 가운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관용어의 특성을 규명한 연구(유덕자, 1997; 이영숙, 1992),
관용어 목록을 제시한 연구(문금현, 1998), 교육적 관점에서 관용어 활용 방안을 논의한 연구로서 관용어 선정 및
표현에 관한 연구(김현진, 2015; 황주승, 2005), 특정 언어권의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관용어 교육 방안을 연
구(김애진, 2009; 황미연, 2006) 등이 있다.
2) Gibbs(1980b)에서는 외국어 학습자들에게 관용어 지식은 적절한 맥락에서 다양한 지식을 사용함으로써 학습자가 더
나은 화자이자 협상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으며, Nippold and Martin (1989)에서는 관용어의 의미는 사회적, 학문적, 직업적 환경에서 언어에 대한 개인의 이해
에 침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에서 관용어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다. 또한 Irujo(1986)에서는 관용어는 외국어 학습자들이 실제적인 목표 언어 말하기와 쓰기 상황에서 자주 직면하
기 때문에 제 2외국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관용어 사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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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된 교재나 자료들을 활용하여 수업을 전개한다. 하지만 몇몇 연구자들(Wu,2008; Fine, 1988)3)에
서는 이러한 접근이 교수・학습의 실제적 활용도 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
고 관용표현의 실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 중심에서 관용 표현이 실제로 사용되는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게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수행하는 대표
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활용한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외국어 교육 연구에서는 모바일을 이용한 m-러닝(mibile learning)4)이 주목
받고 있다. 외국어 학습에서 모바일 도구 활용은 멀티미디어 도구 활용이 익숙한 세대의 외국어
학습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학습 내용과 학습 정보를
활용(이정은・정동빈, 2012; 강남희, 2007)하여 학습자들에게 교실과 실제적인 언어 사용 맥락을
연결해 주는 교육적 정보 제공의 브릿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제수행 활동은 실제
적 상황 맥락을 이야기를 통해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학습 효과가 있다고 한다. Shahbaz&Khan(2017)에서는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사
우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이용한 표현 구분 어휘 학습 효과에 관한 실험 연구를 실시
하였는데 그 결과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어휘 학습자 그룹이 대조군에 비하여 표현
지식이 향상됐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Hayati et al. (2013)에서는 이란의 EFL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SMS를 활용한 숙어 관용구 학습 효과를 연구한 결과 SMS를 통해 짧은 단락만 제공받
은 그룹이 숙어의 정의 및 문장과 그림으로 상세하게 포함된 4가지 숙어를 제공받은 그룹에 비
하여 학습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숙어 교수・학습에서 휴대전화를 활용한 SMS 활용이
숙어 교수・학습의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됐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Thornton and Houser(2005)에
서는 EFL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자들이 수업 중에 휴대 전화를 사용하여 영어 관용구에 대
한 비디오 강의를 접하고 동시에 스마트 폰을 사용한 경험에 대하여 학습자들을 반응을 조사하
였는데 그 결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용구 학습이 학습자들에게 관용어를 즐겁고 흥미롭게 배우
는 데 긍정적으로 활용됐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모바일
도구 활용은 관용표현 교수・학습에서 외국어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동기와 흥미 유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모바
일이 단순히 도구 활용으로서가 아니라 학습자들이 이를 표현 능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
되기 위해 모바일 도구 활용이 학습자 중심에서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의미를 해석하는 일련의 표현 활동으로 이어지는 방안이 필요하다.

3) Wu(2008)에 의하면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들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를 잘 기억하고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
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야기를 활용한 관용어 교육 방법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이
야기를 통한 관용어 교수・학습은 학습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내용이 관용어 사용에 관한 풍부한 상황과 다양한
문맥적 정보들로 제공되기 때문에 학습 흥미와 주의집중의 효과를 거둘 있다고 하며, Fine(1988)에서는 관용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와 모국어로 습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관용어 습득 양상을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외국어 학습자은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관용어를 가르쳤을 때 학습자가 관용구 의미 이해가 효과적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4) 모바일 학습(m-learning)이란 외국어 학습자들이 휴대폰, 스마트폰, 팜탑(palmtop), 테블렛(tablet) PC, PDA, MP3 플레
이어, 휴대용 DVD 플레이어 등과 같은 첨단의 디지털 통신 장비를 활용하여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최은주・
정동빈, 2010), 외국어 교육에서 이러한 모바일 기기 활용은 기기의 휴대성과 기기 활용을 통한 실제적 자료 활용
의 편리성에 관한 장점이 최근 외국어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주목하는 구성주의 이론과 자기주도적 언어 학습을 유
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수・학습 환경 제공의 적절한 학습 도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이정은・정동빈, 201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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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rayer Model
Nation(1990)에서는 외국어 학습자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지적하였는데 그것은 첫째, 학습자들이 충분한 어휘를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 어휘를 생
산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Dorothy Frayer(1969)에서 제시된 Frayer Model은 바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새로운 어휘의 의미를 유추하고 원리를 이해하는데 사용되
는 일종의 어휘 교수・학습 전략 도구로서 주로 수학과 과학 등과 같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전문 용어나 개념에 대한 교수․학습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어휘 교육의 도구로 활용된다. 또한 Frayer Model은 학습자가 어휘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의 속성과 비속성에 관한 특성을 어휘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을 중
심으로 찾아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의미론적인 영역에서 어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
가 있다(Nagy, 1992).5) Yolen and Coville(1998)에서는 영어 읽기 수업에서 Frayer Model을 학습자
들이 텍스트 읽기 전에 개념 이해를 위한 교수・학습의 도구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학습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이 Frayer Model 사용 후에 비판적인 읽기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제
시하였다. 이는 Frayer Model 활용이 학습자들이 텍스트 읽기 전에 어휘 지식을 통한 배경지식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이 결국 텍스트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볼 때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에서 Frayer Model 활용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관용표현 학습에서 어휘지식의 확장 면에서 어휘의 개별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으로 특화된 관용표현의 의미를 유추하는 도구 활용의 효과로 견인할 것으로 예측된
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Frayer Model 활용을 기반으로 관용표현의 어휘 지식을
터득하고 관용표현의 문화적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도구를 활용한 관용표현 말하기
녹음 과제를 융합 활동을 적용하고자 한다.

III. Frayer Model 활용 기반 녹음 융합과제 교수・학습 사례
1. 교수 ・학습 모형 개발

본 연구에서 관용표현 교수・학습을 위한 연구 수업의 교수・학습 모형은 크게 (1)목표 (2)도
구 (3)방법 (4)평가 등의 총 4개의 지표들로 나누어 기본 틀을 설정하였다. 또한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위한 관용표현 교수・학습 모형에서는 관용어 어휘 학습에 관한 문제와 학습자 중심의
활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실제 관용어 교수・학습 과정을 계획하는 데 있어 학습자 중심의
활동 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1)Frayer Model 교수・학습 전략 (2)녹음 융합 과제로
나누어 말하기 표현 능력 함양을 위한 수업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전체 과정은 다음에서
제시하는 <그림 1>과 같은 단계로 구분된다.

5) Nagy(1992)에 의하면 Frayer Model은 어휘의 세트를 가르치기 위한 스프링보드의 역할을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어휘
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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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Frayer Model 적용 교수 ・학습 절차

2. 교수 ・학습 내용
1) 교수 ・학습 목표

전혜영(2001)에서는 관용표현 교육이 학습자로 하여금 상대방의 표현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
고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데 하는데 목표를 두기 때문에 교육 방법 또한 단순
의미 전달과 이해 확인이 아니라 통합 활용의 실제적인 사용 중심의 단계적인 교육으로서 의미
전달과 연습 그리고 통합 활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관용
표현 교수・학습 모형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목표의 취지에 근거하여 관용어
어휘 학습과 Frayer Model 활용 전략 그리고 녹음과제를 융합한 표현능력 함양을 목표로 설정하
여 활동 단계를 구분하였다. Frayer Model 활용과 녹음과제는 관용어 어휘 지식 향상과 구어 표
현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방법으로 외국어 교육 연구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문제이다. 또한 연구 수업에 사용된 관용표현 범주 설정은 문금현(1998)과 전혜영(2001)의 연구
를 참고하여 초급 관용 표현을 연구 수업을 위한 관용표현 목록을 선정하였다.
2) 교수 ・학습 도구와 방법
<그림 1>에서 제시 교수・학습 모형은 충청남도에 소재한 S대학교에 6개월간 단기 유학을 온

동남아시아권(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초급 수준의 외국인 유학생 4명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친 단기 연구 수업에 적용되었다. 연구 수업의 절차는 ‘한국어 능력 테스트(지필시험)->요구조
사->교수․학습 모형 설계->수업 적용->사후 시험->만족도 조사’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다.6) 본
6)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 절차와 방법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반응에 대한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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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업의 교수․학습에 사용된 도구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그림 2>와 같이 텍스트 자료, 시
각적 이미지, 이야기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프린트 텍스트]

[PPT 시각적 자료]

[어휘 스토리텔링]

관용표현 목록

음식 관용어 중

다이아 그램

<그림 2> 교수 ・학습 자료의 유형과 방법

Frayer Model은 학습자가 총 4개로 구분된 영역에 하나의 어휘에 대한 개념 및 정의, 특징, 사

례 등을 각각의 칸에 채워감으로써 학습자 스스로가 새로운 어휘 의미와 개념들을 유추해 가는
일종의 전략적인 어휘 학습 도구이다. Frayer Model 활용 어휘 학습 단계에서는 학습 주제 어휘
와 관련된 정의, 속성, 비속성, 사례 등을 탐색하여 어휘 지식을 확장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
동료들 간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진다. Frayer Model과
녹음 융합과제 활동 단계에서는 Frayer Model 활용 어휘 학습, 녹음을 위한 텍스트 준비 및 제
작, 녹음과제 순으로 진행된다. 녹음을 위한 텍스트 준비 및 제작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준비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녹음 과제가 실행되고 마지막 단계에 녹음 과제를 교수의 이메일로 제출한
다.
[Frayer Model]

[녹음을 위한 텍스트]

[녹음과제]
오늘은 음식 관용어를 배웠어요. 음식의
의미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밥이나
국 따위의 물건이에요. 한국음식은 밥과
고기랑 반찬하고 먹어요. 한식은 반찬이 많이
있어요. 반찬은 두부와 김치와 고기와
생선으로 만들어요. 항상 한식은 젓가락으로
먹어요. 전통적으로 한식은 한국 사람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밥상에서
식사해요우리가 피자와 빵과 국수와 호떡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방하고, 비누하고
가방하고 옷을 먹을 수 없어요.(1분)
<녹음전사 : 나타샤 ***>

음식 관련 어휘

음식 관용표현
스토리텔링
< 그림 3> Frayer Model과 녹음 융합과제

IV. 논의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Frayer Model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

과는 후속 연구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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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을 위한 관용표현 학습 도구로서 학습자 중심에서 자기주도적으로 관용표현에 사용된 관
용어의 개별적인 어휘 의미를 어휘에 관한 속성을 중심으로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한국 문
화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관용표현의 의미를 추론해 가는 학습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다. 이것은 관용어의 개별적인 어휘 학습이 문화적인 의미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Frayer Model은 관용 표현을 위한 학습 도구로서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인 구어 말하기
표현 수행 능력 증진에 효과적이다. Frayer Model 활용 기반 녹음 과제 수행 활동은 외국인 학습
자들이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관용어의 의미에 관한 속성과 특징들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관용표
현에 담긴 한국 문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러한 과
정에서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어휘의 의미와 표현들을 학습자들의 모국어의 문화와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이를 녹음 과제를 통해 표현하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관용표현의 문화 간
의미 비교와 특징을 구어 말하기로 표현해 낼 수 있다.
셋째, Frayer Model 활용과 관용표현 말하기 녹음 융합과제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인
말하기 관용표현 능력 증진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관용표현 교수・학
습 관련 주요 문제 중의 하나인 자신감을 갖고 관용표현을 사용하는 표현과제에 관한 문제를 해
결하는 방안으로 자기주도적인 관용표현 말하기 훈련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관용표현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시론적 연구 수업의
사례로서 기간과 수업 적용 학습자 대상자의 양적인 면에서 연구 결과를 객관화시키기에 충분하
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모형의 효용성을 검증받기 위
해서는 향후 관용표현 교육이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에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 활동
으로 이를 적용하여 양적, 질적인 면에서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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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학습자의 매체 문식성에 대한 조사 연구

국지수
(상명대학교)
Kuk, Jisoo (Sangmyung University). A Study on the Media Literacy of Korean Learners.

Today’s Korean leaners, mostly in twenties and familiar with media, are highly dependent on the
Internet and its media even when they are disconnected to the Internet and smartphones. In addition,
they are very close to the Internet media in school life, not only everyday life because there exist
conflicts with teachers and parents due to the usage of smartphon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by
investigating the perception and the usage pattern of media of Korean learners.
We survey 100 Korean learners and analyze the results. The first phase will be a preliminary
investigation which examines the media usage pattern, which include media usage time, mainly used
media, prior knowledge and preferences, of Korean learners. In the second phase, we survey Korean
website experience, usage frequency, experience of using it for self-learning, and experience of
learning in class to examine whether media is used to learn Korean language. The third phase i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direct application that the needs of learners’ media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he possibility of learning effect will be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is stud will provide diverse educational implications to academia and education
field by examining the perception of students, the subjects of teaching learning in the field of
education where learner focused education is important. In addition, we expect that the results will be
utilized as a basic material to design a new textbook and educational media, and curriculum as the
environment changes with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현재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대부분 20대 학생들로 매체1)를 익숙하게 사용하고 심지어
는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거나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곳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인터넷
과 인터넷 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중에서도 스
마트폰 사용에 관한 문제로 교사나 부모와 갈등이 생기기도 할 만큼 인터넷 매체와 매우 밀접하
다고 볼 수 있다.2)
1) 한국어 교육학 사전에서는 오늘날의 매체를 책, 신문, 잡지, 라디오, 사진, 광고, 텔레비전, 영화, 드라마, 컴퓨터 게
임, 인터넷 등과 같이 다양한 기술 수단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로인 현대적 소통 도구로 설명한 바 있다(2014:
1172).
2)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도 4급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쓰기 과제나 말하기 토론 주제로 스마트 폰의 사
용에 대해 자주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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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러한 한국어 학습자의 매체에 대한 인식과 사용 실태를 조사해 한국어 교육에 적
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현재 사회의 변화에 따른 매체의 활용이나 의존도가
높으니만큼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에 활용해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함과 동시에 이러한 매체
기술의 발전 속도가 세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한국 사회의 적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
함이다.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며 다수의 디지털 매체들이 개발되며 이로 인
한 사회 환경이나 의사소통 방법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매체의 발달은 언어 개념을 확장시켰
으며 문식성의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노명완․박영목 외 2008:160). 이는 곧 문식성에 대한
교육이 문자 위주의 교육에서 복합 양식 문식성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순
영 2010:88). 또한 기존의 인쇄된 내용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에서 확장시켜 디지털 환경의 매
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매체 문식성이라고 볼 때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학습에서도 역
시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매체 문식성 중심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전
형길 2017:158). 그러나 이와 같은 매체 문식성에 대한 다양한 교육 현장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인식 조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어 학습자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
하도록 한다. 1단계는 예비 조사의 형태로 30여명 정도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매체 사
용 시간, 주로 사용하는 매체, 그에 대한 사전 지식과 선호도 등에 구술 질문으로 이들의 경향성
을 파악한다. 2단계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한다. 이 설문지는 실제 한국 사
이트에 접속한 경험이나, 사용한 빈도, 이를 스스로 학습에 활용한 경험, 수업에서 학습한 경험
등에 대한 조사로 구성될 것이다. 3단계는 직접적인 적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로 한국어 교육 현
장에서 학습자의 매체에 관한 요구나 그 학습 효과에 대한 가능성 등이 조사될 것이다. 설문지
는 기존의 이순영․권이은 (2014)과 전형길(2017)의 연구를 참고하고,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작성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중요시 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이 매체에 관련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계와 교육 현장에 다양
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3)과 같은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개편되어
야 할 교과 과정이나 교재 개발, 교육적 매체 개발과 활용에 기초자료로서 교육 현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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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급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나는 내용 지식의 양상 연구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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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ujeong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A Study on Content Knowledge
Represented in Writing of Intermediate Korean Learners.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composition of contents knowledge in writing of intermediate
learners based on intertextual knowledge and integrated knowledge in content knowledge. For
this purpose, I analyzed 21 essays(‘reflection paper after lecture’)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of content knowledge.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select and select information
because of the small number of reference texts in terms of intertextual knowledge. In terms
of integrated knowledge,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it failed to generate meaningful
integrated knowledge of discourse. Particularly, learners often fail to link what they know to
what they have learned, and they often write with a list of sporadic knowledge, and they are
very weak to relate and connect the contents. This implies that in writing education for
intermediate learners, it is necessary to teach specifically the intensive connection of
information hierarchy and the generation of intertextual knowledge.

I. 서론
한국어 쓰기교육 분야에서 내용 지식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후반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었
다. 2000년대 이전에는 쓰기교육의 주된 연구 분야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내용 지식
은 글의 내용이 되는 재료이자 학습자 개인의 경험적 지식인 사전 지식으로 생각되어 왔다. 즉,
이것은 쓰기의 구성적 차원에서는 구성 요소로서의 의미는 있으나 쓰기 교육의 접근법으로 봤을
때는 가르칠 수 있는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들
어 쓰기 교육이 활발해지면서1) 내용 지식의 구성 양상 또는 구성 방법에 대한 이해에 대한 연
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내용 지식을 단순히 경험적인 사전 지식만이 아니라 글쓰기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구성되는 지식을 포함한다는 새로운 정의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즉, 쓰기
라는 역동적 과정을 거치면서 내용 지식은 사전 지식뿐만이 아니라 학습자가 구성해 나가는 새
1) 특히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외국인 학습자들의 작문에서 교육적 처치
가 시급한 부분이 내용 지식의 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내용 지식 연구는 기존의 담화 구조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장르 지식이나 언어 지식, 과정 지식의 습득만으로는 학술적 담화 쓰기 능력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음
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02 -

로운 글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내용 지식 연구의 흐름은 크게 내용 지식의 개념에 대한 정리, 내용 지식의 구성 양상 또는
구성 방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용 지식 구성을 위한 수업 방안 마련 등에 대한 것이다. 2000
년 후반 들어 박새암(2009), 최은지(2009), 이금희(2012)의 연구에서 교육 방향 및 교재 개발 방향
을 설명하면서 내용 지식은 쓰기의 필수적 요소이며 내용 지식 학습이 쓰기수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특히 최은지(2009)는 내용 지식을 기존 지식, 상호텍스트적 지식, 지
식통합 지식2)으로 설정하였는데, 이전의 명제적 지식 차원에 절차적인 지식을 포함하는 개념을
포함하여 내용 지식의 외연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후 내용 지식의 구성에 대한 연구로
서 이인영(2011), 이수정(2015) 등에서는 내용 지식의 측면에서 학습자의 작문을 분석하여 부족
한 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적 처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하나의 흐름은 내용 지식의 수업 방안에 대한 것이다. 이때의 내용 지식은 사전 지식이 아
닌 쓰기 활동을 통해서 생겨나는 새로운 지식(상호텍스트적 지식 또는 통합적 지식)을 의미한다.
김정숙(2009)은 참고 텍스트를 통한 내용 지식의 구성 방안과 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지원
(2013)과 윤지원·전미화(2013)에서는 참고 텍스트와 정보의 구성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수업에

서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수정(2017)에서는 내용 지식을 분류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보
고서와 한국인 학생의 우수 학술보고서를 비교 검토하여 내용 지식의 강화와 통합을 위한 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쓰기 결과물의 질적 수준은 상호텍스트적 지식과 통합적 지식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
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 지식 중 상호텍스트적 지식과 통합적 지식을 바탕으
로 한국어 중급 학습자의 작문에서 내용 지식의 구성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교육에서 내용 지식 구성의 교육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II. 내용 지식에 대한 이해
본 연구에서는 최은지(2009), 윤지원·전미화(2013), 이윤빈(2013), 이수정(2017)의 분류 방법을
참고하여 학습자의 작문에서 요구되는 내용 지식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사전 지식이다. 이것은 필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주제와 장르에 대해 이미 알
고 있는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상호텍스트적 지식이다. 이것은 외부 텍스
트에서 가져온 모든 종류의 지식으로, 쓰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지식을 가리킨다. 상호텍스트
적 지식을 실제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가져온 정보들을 선별하고 조직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외부 텍스트의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신의 텍스트로
재구성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통합적 지식이다. 이것은 외부 텍스트에서 가져온 지식
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담화통합3)하여 만들어낸 독자적 지식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2) 최은지(2009)에서 기존 지식이란 필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며, 상호텍스트적 지식이란 참고자료나 타인과
의 상호활동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을 일컫는다. 또한 지식통합 지식이란 필자의 기존 지식들 간의 관계, 기
존 지식과 상호텍스트적 지식의 관계, 또는 상호텍스트적 지식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다.
3) 담화통합은 ‘한 개 이상의 외부 텍스트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글을 생산해내는 행위(최은지, 2012)’, ‘필자가
다수의 자료로부터 추출한 재료를 통합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읽기와 쓰기 행위(Nelson, 2001)’,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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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이해, 조사 결과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 등이 요구된다.4) 통합적
지식은 필자의 학습적 성취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즉, 필자가 쓰기 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독자
적 지식은, 필자가 학문 목적 학습자라면, 학문 목적 공동체에서의 학문적 성취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 지정한 내용 지식의 범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내용 지식의 범주 설정
범주
사전 지식

내용 지식

정의
필자가 주제와 장르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상호텍스트적 지식

쓰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외부 텍스트에서 가져온 모든
종류의 지식

통합적 지식

외부 텍스트에서 가져온 지식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담화통합 하여 만들어낸 독자적 지식

III.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나는 내용 지식의 양상
본 장에서는 2장에서 범주화한 내용 지식 중 상호텍스트적 지식과 통합적 지식이 중급 학습자
의 작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급 학습자를 위한 쓰기 수업에
대한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1.분석 대상과 기준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은 A대학교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쓰기 숙제로 제출된 작문 21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습자들은 4급 수준으로 판정된 중급 수준의 학생들로, 전체 6주로 이루어진
단기 수업5)의 학생들이었다. 쓰기의 주제는 ‘특강 듣고 감상문 쓰기’였으며 2주차에 진행된 역사
관련 특강을 듣고 쓴 약 800자 내외의 감상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감상문 장르에 대한 지식은
수업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특강 듣고 감상문 쓰기’는 특강의 내용을 요약한 후 이에 대
해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연결하여 느낀 바를 서술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평가에 반영되는 숙
제여서 학습자들은 비교적 성실하게 쓰기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내용 지식의 분석 기준은 Spivey(1983)의 담화통합 텍스트 분석의 원리인 선택(select), 연결
(connect), 조직(organize)의 원리를 중심으로, 최은지(2009)와 전미화(2012)에서 사용된 분석 요소
읽기 자료를 읽고 이로부터 정보를 선택 통합하여 자신의 글을 작성하는 담화통합 과제에서, 필자가 읽기 자료로
부터 정보를 선택, 생성, 조직하는 구체적인 활동’(송치순, 2014) 등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참조
하여 담화통합이란 ‘필자가 주제 관련 텍스트들을 읽고 그 결과 자신의 독자적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정의
한다.
4) 이윤빈(2013)은 이러한 과정을 ‘(물리적 변형이 아닌) 화학적 변형을 통해 구성되는 과정’으로 표현하였다. 이때 ‘화
학적 변형’은 가져온 정보를 배열 또는 조직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필자로서의 독자성이 더해져서 새로운 형태의
지식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5) 이 수업은 A대학교가 미국의 B대학교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수업으로, 약 6주간 이루어지는 단기 집중 수업이
다.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한국어 수업 외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의 전문가 특
강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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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 분석하여 적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텍스트적 지식의 기준은 정보의 선택, 정보의 생성, 정보의 조직이라는 측
면에서, 통합적 지식의 기준은 정보의 통합, 지식 도출의 경로와 타당성을 기준으로 하여 5점 척
도를 사용한 분석 틀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용 지식의 분석 틀은 <표 2>와 같으
며, 내용 지식의 분석 평가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표 2> 내용 지식 분석 틀

상호텍스트적 지식

정보의 선택

인용 정보의 주제 적절성
인용 정보의 양
인용 정보의 출처

정보의 변형

정보를 이해하고 바꿔 말하기

정보의 연결

내용 단위 사이의 자연스러운 의미 연결
내용 단위의 조직성

정보의 생성

통합적 지식의 생성 여부
필자로서의 생각 또는 믿음 생성 여부

추론의 타당성

상호텍스트적 지식을 통한 추론 가능 여부
주제의식의 일치

통합적 지식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제시된 분석 틀을 이용하여 3인의 평가자6)가 텍스트를 평가하였다. 이들
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는 실험 전 평가의 주제 및 유의 사항을 전달하였고, 각 2편의 글을 대상
으로 사전 테스트를 통해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평가 후 연구자는 해당 평가 결과를 양적으로
분석하였다7).
2. 분석 결과

분석 결과, 상호텍스트적 지식과 통합적 지식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중급 학습자의 작문에서는 참고 텍스트의 숫자가 평균 1.6개로 매우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
한 참고 텍스트의 정보를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시키지 못했으며 출처가 불명확하며 출처가 있다
해도 웹 정보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텍스트 구조상으로 봤을 때, 내용의 위계를 생각하지 않고
나열하는 경우가 절반에 해당하였다. 그리고 정보의 요약이나 바꿔쓰기가 아닌 완전 모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내용 나열은 주제에 대한 관련성은 있으나 내용 간의 특별한 관계가 없
어 전체 글의 응집성을 떨어뜨린다. 또한 통합적 지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보를 담화통합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보편적 원리로의 도출보다는 학습자의 개인적 판단으로 보이는 근거 없
는 믿음이나 생각이 주되게 나타나 유의미한 담화통합 지식 생성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6) 평가자는 3명(A, B, C)으로 선정하였다. A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박사 수료자로, 9년의 한국어교육
경험이 있으며 대학에서 ‘글쓰기’ 관련 교과를 두 학기 가르친 경험이 있다. B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공
하여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10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험이 있으며 평가자 C는 국어학을 전공하여 박사 학
위를 받은 사람으로 약 14년의 한국어교육 경험이 있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글쓰기’ 관련 교과를 가르친 경험이
있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7) 본 연구에서 통계 자료 분석은 양적 분석 방법으로서, SPSS 20.0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통계 방식으로
는 비모수 검정 중 독립 2표본 방법인 Mann-Whitney 검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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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습자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새로 알게 된 것을 의미있게 연결하지 못하고 산발적
인 지식의 나열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았으며, 들은 내용을 관계짓고 연결하는 데 매우 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 사이의 중요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였다. 이는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쓰기 교육에서 내용 단위의 연결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IV. 결론 및 제언
(이하 지면 관계로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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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1

인공지능과 한국어교육 II
(31507호)
Timeline

좌장: 이미혜(이화여대)

11:40 – 12:10 학교급별 학습 한국어 교육 내용 연구 (신범숙, 서울대)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습자 대상
13:30 – 13:55 중요도-만족도 분석 -인천소재 Y기관을 중심으로(김연정, 연세대)
14:00 – 14:25 한국어 학습자의 모국어-한국어 번역 과정 연구 (이지연, 서울대)
14:30 – 14:55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글쓰기 교수 방안 (이소현, 한국외대)
Timeline
15:10 – 15:35
15:40 – 16:05

토론
소지영
(서울대)
왕서령
(한국외대)
지미영
(서울대)
윤영해
(한국외대)

좌장: 정해권(한국외대)

토론

한국어 교재 말하기・듣기 자료의 의문문 실현 양상 연구 (박진철,

김지영

이화여대)

(이화여대)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토론 수업 효과 연구
(이정연, 이화여대)

최지훈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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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 학습 한국어 교육 내용 연구

신범숙
(서울대학교)
Beom-Suk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y on the Contents of Academic Korean in the
KSL Curriculum across School Levels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Korean language materials of current Korean language
curriculum can be constructed more effectively to improve the subject learning ability of multicultural
students. In the present Korean language course, the language material of Academic Korean is
presented as the conceptual word of the subject learning.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entire curriculum, which is the presentation of achievement standards according to proficiency, the
same contents that do not consider the school grade from elementary school to high school are
presented as learning vocabulary. This study was designed based on the viewpoint that the contents of
learning Academic Korean should consider the school level unlike the learning of real-life Korean
language. Based on this premise, we selected history subjects from among the content subjects that
must be completed from elementary school to high school. In addition, texts from each school grade
textbooks were analyzed. In particular, we focused on the vocabulary that can be presented with
explicit teaching contents and examined the vocabulary knowledge required for each school level. Our
analysis found an increase in both the total length of the textbooks in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and high school as well as the length of sentences and lexical diversity. Also, by examining
the list of vocabulary and newly suggested vocabulary that are presented in the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s, we could ascertain the possibility of presenting the appropriate language
material of learning Korean step-by-step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the learning content of multicultural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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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습자 대상 중요도-만족도 분석
-인천소재 Y기관을 중심으로-

김연정
(연세대학교)
Kim, Yeun-Jung (Yonsei University). Study on Student‘s Importance Satisfaction Analysis
Regarding Korean Educational Service offered by Korean language institute
This study is about the Importance - Satisfaction Analysis(ISA) of learners with 31 factors
related to all educational services provided by the ‘Korean Language Course’ offered by Y
institution.
It used 9 factors and 31 items related to education satisfaction to understand student’s
satisfaction with education service by conducting ‘importance satisfaction Analysis’ to the
enrolled and completed students from Y institute in Incheon,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results.
After executing ISA analysis on each factor, the result has shown that major improvement is
necessary in administrative service, communic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in Korean
language course, and student support and language institute life need improvement gradually.
With this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students put importance and are generally satisfied
with teaching method, content, and evaluation of Y institute. Especially, there were lots of
response that it was helpful when they enter the university that they intensively learned the
capacity to study effectively in a short period of time, to write report and to give
present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also a number of response that it was pity that
they could not have enough speaking activity as they studied a lot in a short period.
In the meantime, the sphere of administrative service, communic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has shown low satisfaction, and it was turned out that the promptness and
convenience of service in the administrative service, abundance of information and easiness of
searching info in the communication, capacity to enter university/graduate university and
adaptability to university life in the academic performance were subject to major improvement.
Therefore, it seems that institutes have to pay more carefully attention to provide more
practical help to student’s university/graduate university

entrance and university life

preparation. Also, they need to draw up measures to vitalize the programs, such as,
admission counseling and college fair, to be used mor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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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한국어 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인천 소재 Y기관 재학생 및 수료생을 대상
으로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 Satisfaction Analysis, 이하 ISA)을 실시하고자 한다. 전반적
인 교육 서비스 관련 항목들에 대해 학습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얼마나 만족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I. Y기관의 한국어 교육과정 현황
인천 소재 Y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이하 Y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대학, 대학원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인 ‘대학한국어 과정’을 운영하
고 있다. ‘대학한국어 과정’의 전체적인 개요는 다음과 같다1).
<표 1> 대학한국어 과정 개요
과정명

등급

5등급
대학 한국어 (초급1, 초급2,
과정
중급1, 중급2,
고급)

교육 기간
10개월
5학기제

필수과목
수업시수

선택과목
과목

한국어
7주 (200시간) 능력시험 준비
특강

시수
10시간

수업일

수업시간

주5일 수업
(월요일~금요
일)

1일 6시간

Ⅳ. Y기관 한국어 교육과정 학습자 대상 중요도-만족도 조사
1.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인천 소재 Y대학 소속 한국어 교육기관의 재학생 및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회수된 응답지 42부 중에서 무성의하게 작성된 응답을 제외한 39명
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신소영, 권성연(2014)에서 제시한 교육 만족도 측정 도구를 Y기
관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다. 각 문항은 중요도와 만족도 면에서 5점 척도로 응
답하게 하였고, 개선해야 할 점을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1) 정희정, 곽지영(20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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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육과정 만족 요인과 문항
요인
학생 지도
행정서비스
수업
학생지원
의사소통
어학당 생활
교육 성과
어학당 이미지
교육환경

문항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교사의 관심,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친밀감, 편안함, 존중 등), 교사와의 충분한
면담이나 지도, 학생 지도에 대한 교사의 열의
행정 서비스의 신속성,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행정 서비스의 편리성, 행정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친절, 존중 등)
학습(질문, 과제, 시험, 발표 등)에 대한 피드백, 수업 방법, 성적 평가를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평가
기준에 맞는 성적 평가, 수업 내용
자기 계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예: 언어교환), 장학금 수혜 기회와 배분의 공정성, 학생들의 요구
를 고려한 지원
학생들의 의견수렴 및 문제해결 창구(방법 및 절차), 정보의 풍부성(다양한 정보 제공), 정보검색 용이
성(어학당 및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음)
친구들과의 관계, 문화체험 활동, 선후배와의 관계, 기숙사 생활
대학/대학원 입학능력(입학에 필요한 기술,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기술 등), 한국어 능력 습득, 대학생
활 적응력, 교양지식에 대한 폭넓은 이해
어학당에 대한 사회적 평판
강의시설(강의실, 실험, 실습실, 기자재 등), 편의 및 복지시설(식당, 기숙사, 휴식 공간, 운동시설 등),
캠퍼스 환경(조경 및 조명시설 등)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 계수(Cronbach’s α)를 실시한 결과, 모든 요
인의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문제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2).
3) 자료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별․항목별로 중요
도와 만족도를 비교하고, ISA 분석 방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ISA는 Martilla & James(1977)의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를 응용한 것으로3), 주로

마케팅 분야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활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다양한 연구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다. ISA는 어떤 대상의 조사 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한 후 그 값
을 다음과 같은 사분면에 나타내어 중요도와 만족도 여부를 표시하게 된다.

만
족
도

Ⅱ. 지속유지

Ⅰ. 유지강화

(Possible overkill)

(Keep up the good work)

Ⅲ. 점진개선

Ⅳ. 중점개선

(Low priority)

(Concentrate here)

중요도

< 그림 1> 중요도 -만족도 분석 모형

2) 지면 관계상 자세한 신뢰도값은 생략한다.
3) 신소영, 권성연(2014)에서는 Tonge & Moore(2007)에서 실행도(Performance)보다 이용자의 경험의 질을 측정하는 만
족도(Satisfaction)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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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
1) 중요도와 만족도 비교

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생지도, 행정서비
스, 수업, 학생지원, 의사소통, 어학당 생활, 교육성과에서 중요도와 만족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만족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항목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비교해본 결과, 교사-학생 관계, 학생지도에 대한 교사의
열의, 행정서비스의 신속성, 행정서비스 신뢰성, 행정서비스 편리성, 행정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학습 피드백, 수업방법, 성적평가기준제시, 평가기준에 맞는 평가, 수업내용, 자기계발을 위한 다
양한 기회, 장학금 수혜 공정성, 학생들 요구를 고려한 지원, 학생의견수렴/문제해결방법 및 절
차, 정보의 풍부성, 정보검색 용이성, 기숙사 생활, 대학/대학원 입학능력, 한국어능력습득, 대학
생활 적응력, 교양지식에 대한 폭넓은 이해, 편의/복지시설에서 중요도와 만족도 간에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만족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2) ISA 분석(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먼저 요인별 IS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지강화’ 영역에는 수업이, ‘지속유지’ 영역에는 학생
지도, 어학당 이미지, 교육환경이 포함되었다. ‘점진개선’ 영역에는 학생지원, 어학당 생활이 포
함되었으며, ‘중점개선’ 영역에는 행정서비스, 의사소통, 교육성과가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항목별 IS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지강화’ 영역에는 학생지도에 대한 교사열의, 행
정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학습 피드백, 수업방법, 성적평가기준제시, 평가기준에 맞는 평가, 수업
내용, 친구 관계, 한국어능력습득, 강의시설, 편의/복지시설이 포함되었다. ‘지속유지’ 영역에는
교사의 관심, 교사-학생 관계, 어학당 평판, 캠퍼스 환경이 포함되었다. ‘점진개선’ 영역에는 교사
면담/지도, 행정서비스 신뢰성,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 장학금 수혜 공정성, 학생들 요구
를 고려한 지원, 학생의견수렴/문제해결방법 및 절차, 문화체험 활동, 선후배 관계, 기숙사 생활,
교양지식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점개선’ 영역에는 행정서비스의 신속
성, 행정서비스 편리성, 정보의 풍부성, 정보검색 용이성, 대학/대학원 입학능력, 대학생활 적응력
이 포함되어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V. 결론
지금까지 Y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한국어 과정’에서 제공하는 제반 교육서비스와 관
련된 9개 요인 31개 문항에 대해서 학습자들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각 요인에 대해 IS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에는
수업이,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가 높은 ‘지속유지’ 영역에는 학생지도, 어학당 이미지, 교육환경
이 포함되었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학생지원, 어학당 생활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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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었으며,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중점개선’ 영역에는 행정서비스, 의사소통, 교육성
과가 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어 과정에서 행정서비스, 의사소통, 교육성과의 중점적인 개선
이 필요하며, 학생지원, 어학당 생활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Y기관의 수업 방식과 내용, 평가 등에 대하여 학습자들이 중요하게 여기
면서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짧은 기간 안에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과 보고서 작성, 발표하기 등 대학에서 활용되는 기능을 집중적으로 학습한 것이 도움이 되었
다는 언급이 많았다. 반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학습하다 보니 말하기 활동이 부족해 아쉽다
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행정서비스와 의사소통, 교육성과 영역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행정서비스 영역에
서는 특히 서비스의 신속성과 편리성 항목이,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정보의 풍부성과 정보검색의
용이성 항목이, 교육성과 영역에서는 대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기술적인 면과 대학생활 적응
력 항목이 중점개선 대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관에서는 학습자들이 대학/대학원 입시와 대학생
활 대비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국적, 연령 등 변인별로 결과를 살펴보고 싶었으나 표본
수가 부족하고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 개 기관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학습자들의 응답에 대해 심층적인
의견 및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연구는 추후로 미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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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학습자의 모국어-한국어 번역 과정 연구

이지연
(서울대학교)
Lee, Jee-yeoun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y of Korean language learner’s source
text-target text translation proces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foreign language learner’s internal process while they are
translating. To figure out invisible internal process of the learner, Key log of translation
process, short interview after translating and behavioral observation were used. For
considering behavioral characteristics for internal process, Pause, deletion, moving and
mistranslation were chosen.
By analyzing those behaviors, three internal processes were found: (i)Deliberations on
following words/phrases, (ii)considering ill-matched words/phrases between source text and
target text, (iii)continuous checks on what learners had written down. Number(i) was
generally found before the long-term pause. Learners deliberating what to write on next
phrases, due to their scarce knowledge of grammatical collocation of the target language.
Number(ii) type of process shows variety of behaviors such as moving, deletion and
long-term pause. According to the learners’ interview and researcher’s observation, it was
arisen when the learners are fail to find the acceptable expressions in target language.
Number(iii) was found after the translation was finished. Entire part of target text was
examined in this type of process. Thus, long period of pause was required for reading source
text-target text, and also deletion and moving was required for correcting mistranslated words
and phrases.
It infers that learners’ behaviors are combined to suggest certain meanings of internal process.
Thus, these behaviors do not suggest solid internal process. With more elaborated analysis,
this study would help understanding mental process while translation.

I. 서론
최근 인공신경망 기술을 도입한 기계 번역의 수준이 이전 세대의 통계적 빈도를 기반으로 한
기계 번역보다 월등히 진화했다는 기사가 보인다. 이렇듯 외국어의 장벽을 기계로 해결할 수 있
는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은 전 세계 인류의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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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되는 기계 번역은 인간의 번역에 비해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는 평가이다. 이는 인간의 번역 과정에 대한 인지적이고 정신적인 작용이 아직은 기계
보다 앞서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언어 이해 및 산출에 대한 인간의 내적 과
정에 대한 연구는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외국어교육 연구에서 지향해야 할 한 방향이라고
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향성에 따라 학습자가 통번역 과정에서 어떠한 내적 경험을 하는지 알아
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통역과 번역 과정은 각각 상당히 복잡하고 개별적 특성이 뚜렷
한 인지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특히 번역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가 겪는 내
적 경험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가 한국어 번역을 수행할 때 나타내는 행동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학습자가 번역 시 나타내는 행동 특성은 어떠한 내적 의미를 갖는가?

II. 연구 방법
현대 번역학에서 번역에 대한 분류는 이론 번역학, 기술 번역학, 응용 번역학으로 나뉜다
(Holms, 1972). 번역 과정에 대한 연구는 기술 번역학의 과정 지향적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이다.

주로 Think-aloud protocol(TAP)을 이용하여 번역자가 자체적으로 번역을 수행하며 자신의 번역
과정에 대해 구술하는 방법, Translog, Scriptlog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번역 과정에서의 타
자 기록을 추적, 분석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번역 중 Think-aloud protocol(TAP)을 수행하는
경우 번역 과정에 퇴행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Jakobsen, 2003) 본 연구에서는
번역 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도구로 타자 기록을 추적하는 장치인 TranslogⅡ를 사용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TranslogⅡ를 사용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번역 과정을 실증적으로 따라가며 학습자
들이 번역을 할 시에 만들어 내는 휴지, 수정, 자리 옮김, 오역의 유형을 학습자별로 파악한다.
이와 동시에 학습자들의 번역 모습을 연구자가 관찰하며 특징적인 사항을 기록한다. 이러한 수
업 시간 내의 기록으로 행동 유형을 파악한 이후에는 번역 과정에서의 학습자들의 인식, 행동에
대한 이유 등을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도록 한다.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하여 전사한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과 연구를 수행한 환경 및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과 수행 방법
분류
연구 대상
연구 환경

연구 수행 방법

내용
서울 소재 대학 부설 한국어학당 6급
연구자 수업 수강 학생 총 5명 중 지원자 2명
(학습자 A: 일본어 모어 화자, 여성/ 학습자 B: 일본어 모어 화자, 여성)
대학 부설 한국어학당 6급 정규 과정 내에서 수행하는 ‘특별 수업’ 중 번역 수업
1.
2.
3.
4.

한국어 투고문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한 읽기, 쓰기 수업
모국어로 된 신문 투고문을 한 개 이상4) 찾아 TranslogⅡ를 이용, 번역 수행5)
번역이 완료된 후 번역 과정 기록을 학습자와 함께 보며 학습자 인터뷰 및 피드백
학습자 번역물 최종 분석

*2∼3을 3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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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및 분석
1. 연구 결과
< 표 2> 학습자 A 번역 과정 측정 결과
1
2
3
4
5
6
7
8

중앙값:
중앙값:
중앙값:
중앙값:
중앙값:
중앙값:
중앙값:
중앙값:

휴지의 길이
19.172/ 평균값: 22.50729
19.617/ 평균값: 30.75656
18.096/ 평균값:18.81287
15.1945 / 평균값:20.29033
29.2505/ 평균값: 52.848
21.856/ 평균값: 34.159
32.2535 / 평균값: 33.2188
15.319/ 평균값: 19.24073

삭제 횟수
180
170
253
192
245
189
199
216

자리 옮김의 횟수
3
8
21
11
13
5
6
2

오역의 횟수
3
12
7
2
2
9
7
4

<표 3> 학습자 B 번역 과정 측정 결과
1
2
3

휴지의 길이
중앙값: 22.199/ 평균값: 25.96973
중앙값: 18.33/ 평균값: 25.96973
중앙값: 20.14/ 평균값: 31.6358

삭제 횟수
634
649
429

자리 옮김의 횟수
17
11
8

오역의 횟수
40
24
20

2. 분석

분석은 휴지를 기준으로 삭제6), 자리 옮김, 오역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행동 유형을 분류하
여 보았다. 이들은 대부분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고, 휴지를 수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이다.
휴지는 우선 그 길이 자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휴지의 길이를 보통 5
초∼10초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타자에 익
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10초 이상 휴지의 중앙값과 평균값을 구하였다. 학습자들과의 인터
뷰에서는 중앙값 또는 평균값과 과도하게 수치가 벌어지는 구간에서 학습자들이 어떤 정신적,
물리적 행위를 하였는지를 물어보고, 연구자의 관찰 기록과 대조하였다.
학습자 A의 경우 2, 4, 5, 6, 8번 번역에서, 학습자 B는 2, 3번 번역의 휴지에서 중앙값과 평균
값의 차이가 컸다7). 본고에서는 이들 중앙값과 평균값의 차이가 큰 번역물을 대상으로 평균값보
다 큰 휴지가 발생했을 때 학습자의 행동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확인 결과 A-2, A-5, B-2 번역에서는 다른 휴지의 값과는 현저하게 큰 값을 종료 직전 부분에
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완료 버튼을 누르기 직전이라 학습자가 번역을 완료한 후 대기한 시

4) 학습자 A의 경우는 3회의 연구를 통해 총 8개의 번역물을 산출하였으며, 학습자 B는 3회의 연구를 통해 총 3개의
번역물을 산출함.
5) 이 경우에는 온라인 사전, Google 번역기, 웹 자원 등 다양한 자원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함. 또한 연구자는
학습자의 번역 과정 전반을 관찰하며 기록함.
6) 삭제는 틀린 것을 지우거나, 실수한 점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수정’과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삭제와 수정을 동일한 것으로 정한다.
7)
중앙값
평균값

A-2
19.609
29.9145

A-4
15.1945
20.2903

A-5
29.2505
52.848

A-6
21.856
34.159

A-8
15.319
1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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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18.33
25.6679

B-3
20.14
33.35009

간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내적 작용으로 큰 의미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휴지에 후행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의미 있는 내적 작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의 관찰 기록과 학습자 인터뷰, 번역 과정 기록을 통
해 분석을 해 보았다.
1) 후행하는 단어나 문장 구성을 생각

학습자들은 자신의 번역에 자신이 없을 경우 사전 및 이전 피드백 내용 등을 참고하여 단어와
문장 구성을 확인한 후 번역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유형은 두 학습자 모두에게 빈
번하게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사전을 검색하여 단어를 찾는 행위와 선·후행 문장들의 구성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행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A-4, 한 것이 그 예 중에 하나이다, 42.494]8)
교사

예를 들어. 음. 예를 들어 어째서 예를 들어(를 이렇게 많이 수정했나?).

학습자A

아 아마 어미랑 안 맞는 거 같아서.

교사

‘예를 들면’ 이라는 말하고 어떤 어미가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요?

학습자A

뭔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딱 끊는 거. 근데 아마 그렇게 그런 게 아닌 거 같은데.

교사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앞으로 돌아가 지우고. 쓰다가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고민하고있어.
‘예를 들어’ 를 쓸지 ‘그 예 중에 하나이다’ 라고 쓸지.(후략)

위의 학습자A 인터뷰는 모어 텍스트와 한국어 텍스트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 생각하는 시간도
길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을 활용하느라 휴지가 긴 편이다. 또한 번역을 시작한 후에도
주술 호응을 살피느라 지웠다 썼다를 반복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번역을 처음 시
작할 때는 휴지와 삭제가 순차적으로, 그 후에는 순환적으로 반복됨을 나타낸다.
[B-2, 올림픽을, 45.131]
교사
학습자B
교사
학습자B

그래서 이건 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올림픽을 왜 이렇게 많이 쉬고 있어요. 올림픽을 올림픽에 네 여기에
서는 왜 그렇게 많이 쉬었을까요?
검색하면서 썼어요
관여하다라는게 ‘에’가 들어가야 하는지 ‘을’이 들어가야 하는지
네 좀 고민했어요. 관여하는거…

학습자 B의 인터뷰 역시 조사와 관련된 부분의 선택에 있어 고민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
음을 나타낸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 B는 사전의 예문 등을 찾아보며 ‘관여하다’와 공기하는 조
사가 무엇인지 알아내려 하고 있다.
2) 출발어-목표어에 존재하지 않는/번역이 어려운 번역어 고심

학습자의 모어로 된 원문 텍스트가 문장 및 문단 구성이 난삽하거나 고풍스러운 멋을 내려고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 혹은 출발어에서는 어떤 의도를 갖고 사용했으나 목표어에는 해

8) 자료 출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학습자 번호-번역문 번호, 휴지에 후행하는 번역 문장, 휴지 길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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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문장 및 어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더 목표어와 가까운지 확인하고
번역하기 위해 휴지, 삭제, 자리 옮김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A-2, 건강 증진법 자체가, 32.043]
교사
학습자A

(전략) 건강증진법이 건강증진법자체가로 바꿨어요.
아 그것도 자체라는 게 여기는 없는데 다른 표현인데 그래도 이 소모소모라는 걸 한국어로 바꿀 때
없는 거 같아서 그래도 뭔가 강조를 하는 거니까 자체로 넣었어요.

학습자 A의 경우도 ‘そもそも(처음에, 도대체)’라는 출발어 어휘를 목표어 문맥 내에서 번역하
면 어색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번역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학습자 A는 고민 끝에 ‘자체’ 라는
단어를 생각해 내어 사용하고 있음을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B-3, 질문하거나, 41.793]
교사
학습자B
교사
학습자B

음. 그래서 여기서 삼년이 넘고. 여기도 왜 이렇게.
그 프린트? 그대로 써도 되는지 몰라서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괜찮
괜찮다고 나왔는데

학습자 B는 출발어 텍스트에 등장하는 일본어 외래어를 목표어로 옮겼을 때도 맞는지를 확인
하는 과정을 통해 목표어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를 알려고 노력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은 유형은 학습자 B가 해당 번역문을 번역 완료 후 퇴고를 하면서 ‘그라운드-운동장, 문-교문,
시민 칼리지-시민 대학’을 수정하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3) 오타 및 오역에 대한 의심

이는 현재 번역하는 곳까지 틀린 것은 없는지 글의 첫 부분부터, 혹은 문장의 첫 부분부터 다
시 읽으며 자리 옮김, 삭제를 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목표 텍스트의 정오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읽기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휴지가 긴 편이다.
[A-6, ctrl+C, 60.84/신생활에→신생활의, 76.612/근항→근황, 53.727/깯알았다→깨달았다, 41.918]
교사
학습자A
교사
학습자A
교사

한번 더 트랜스레이터로 확인하는 중이군요. 그리고 뭔가 고쳤는데
아마 의를 어이로 써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는 오타를 몇 개를
근항 근황 몇 개를 고쳤어요. 깨달았다도.(후략)

학습자 A의 경우는 번역을 끝낸 후 Google 번역기를 사용해 오타를 검색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경우 번역기와 번역문을 대조하여 오타를 발견하는 데 휴지가 발생하는 편이었다. 학습자 A
는 수정할 내용이 많지는 않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주로 한두 개의 오타를 수정하는 경향을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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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퇴직→정년 퇴직, 66.082/치하철→지하철, 91.183/그라운드→운동장, 61.496]
교사
학습자B
교사
학습자B
교사
학습자B
교사
학습자B

어 그리고 앞에 퇴직하고 이걸
아 그냥 퇴직한 게 아니라
정년
네 정년
(전략) 우와 그리고 여기도 다 고치네요. 그라운드였다가 운동장으로 고쳤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한국어는 영어보다 그라운드 아니라 운동장이 더 사용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지하철도 이름이
동대문운동장
네네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학습자 B는 모든 번역문의 후반부에서 자리 옮김과 삭제, 휴지를 자주 보였다. 이에 대해 학
습자 B는 모어로 작문을 할 때에도 작문 완료 시 앞으로 돌아가 한 번 더 첨삭을 하는 습관이
있다고 다른 번역문 인터뷰에서 대답한 적이 있다. 학습자 B는 첨삭을 할 때 맨 처음으로 돌아
가 출발어와 목표어를 꼼꼼히 대조하며 수정하는 편이었다. 따라서 수정 작업의 모든 부분이 시
간이 많이 걸림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번역 과정 중 나타나는 행동을 휴지, 삭제, 자리 옮김, 오역으로 나누
어 그 행위의 내적 원인을 탐구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해당 행동들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시적, 혹은 순차적으로 나타나며, 분리해서 각각의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
인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복합적인 행동 양식을 기록, 관찰, 인터뷰를 통해 일부나마 해석할 수 있
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추후 더 상세한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번역 과정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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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글쓰기 교수 방안

이소현
(한국외국어대학교)
So-hyun Lee(Hankuk University).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to increase student’s self
efficacy in writing class for foreign students who are studying in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method for students to increase self efficacy during writing
class. Because of language and unfamiliarity with Korean life, many foreign university
students have difficulties studying in Korea. These difficulties create lower student
self-efficacy.

Low

self-efficacy

leads to

lower learning

motivation

and less school

achievement. Thus, increasing self-efficacy will promote learning motivation and affect student
studies positively. There are four factors to increase self-efficacy. First is enactive attainment.
Second, modeling or vicarious experience, person can have the belief that he can do it by
looking at someone else’s success. Third is social persuasion which are compliment,
encouragement, and positive feedback from others. Last is physiologic factors which are
his/her stresses, feelings and so on. So in this paper, it suggests teaching method which is
designed to elevate student’s self efficacy in the writing class.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의 각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문 목적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효
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글쓰기 수업을 설계하여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 향상은 적극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쳐 학업 성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한국 대학에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유학
생 수는 103,511명으로 10만명이 넘었다. 이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려면 최소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3급 시험에 통과해야 하나 2017년 2월 20일자로 개정된 외국인 유학생의 입
학 관련 지침을 보면 1년간 300시간의 연수 시간을 조건으로 2급 소지자도 대학 입학을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이들의 능숙하지 못한 한국어는 이들의 학업 수행과 한국 생활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이에 대학에서는 이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많은 교과를 개설하고 노력은
하나 이들이 실제 대학 학업을 수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통 이들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한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들의 낮은 한국어 실력으로는 수업에서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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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님 설명을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의, 발표, 조활동, 과제 수행 등에서도 많은 어려
움이 있어 원활한 학업 수행이 어렵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들은 한국 학생들과의 원활
하지 못한 의사소통, 한국 학생들에게 수업에 방해가 되는 존재로의 인식, 학업 수행의 잦은 실
패와 좋지 못한 성적을 받음으로써 본인 스스로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어 자기효능감
은 점점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낮아진 자기효능감은 학업 수행, 학업 동기 및 학업 성취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낮은 자기효능감은 전반적인 한국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이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글쓰기 수업을 설계하여 제안
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특정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일련의 행
동들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으로 정의된다(Bandura, 1986).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Bandura&Schunk, 1981), 주어진 과제를 성공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Schunk, 1983), 어려운 일이 닥쳐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한다(Bandura&Schunk 1981; Schunk, 1982). 이처럼 자기 효능감은 행동을 선택하고 노
력하며 지속하는 데 영향을 준다. 실제 과제를 성취하는 데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과제를 회피하는 반면 자신이 과제를 해낼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즉 자기효능감이 높
은 사람들은 그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어려운 과제에 부딪혔을 때 자기효능감이 높
은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학생들에 비해 더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공부한다. 낮은
효능감을 보이고 결과 기대가 낮은 학생들은 포기와 무관심을 나타내며 노력을 하지 않거나 노
력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은 학습을 포기하고 노력하지 않으며 학
습된 무기력을 가진 학생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2. 자기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기효능감 향상은 ‘성공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과 같은 네 가지 정보원
의 영향을 받는다(Bandura 1997, 1986)
성공 경험이란 개인의 어떤 일에 대해 성공한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이러한 성공 경험
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 것이다. 반대로 개인이 어떤 과제나 일에 대해 실패를
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일에 대한 낮은 자기효능감을 보일 것이다. 성공 경험은 개인의
수행에서 성공적이고 확실한 경험을 기초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효능감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정보원이다(Bandura, 1997). 대리 경험 또는 모델링이란 타인이 성공하는 것을 보거나 상
상함으로써 자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리경험은 성공적인
수행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자기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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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향상시킨다. 언어적 설득이란 ‘너는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 잘 할 수 있다’와 같은
칭찬과 격려, 긍정적 피드백으로 이는 그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자신감을 심어주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 주므로 자기효능감 향상의 원인이 된다. 마지막은 정서적 각성으
로 불안,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반응은 상황에 따라 개인의 유능성에 대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개인이 생리적 상태에 대해 무엇이라고 지각하는가에 따라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으로 개
인의 불안, 스트레스, 피곤 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신이 없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므
로 이또한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성공 경험, 대리 경
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의 강화로
향상될 수 있다.

III.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글쓰기 수업
1.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글쓰기 수업의 설계

앞서 살펴보았듯이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네 가지 요인으로는 성공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
득, 정서적 각성이 있었다. 이는 개인 활동에서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 및 상호 활동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대리 경험과 언어적 설득은 더욱 그러하다. 대부분 글쓰기 수업은 교
사가 주제를 제시하고 그 주제에 맞는 글쓰기 형식이나 관련 어휘, 문법, 표현 등을 학생들과 학
습한 후, 글쓰기를 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의 글쓰기가 끝나면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교사는 서면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수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글쓰기 수업에서는 개
인 활동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효능감은 교사 및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 및 활동으로 향
상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네 가지 요인 중 성공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을 바탕으로 교사 및 학생들의 상호 작용과 성공 경험을 최대화할 수 있는 글
쓰기 수업을 설계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학생들에게 성공 경험의 기회를 주고자 학생들이 하나의 완성된 글쓰기를 쓸 수 있도록
여러 번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여 자신이 쓰고자 하는
것을 정확한 한국어 어휘와 문법으로 한국어 글쓰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글쓰
기는 일회에 그치지 않고 두 번 이상의 피드백을 거쳐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보통 글쓰기 수
업에서는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교사의 피드백이 일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본 수업에서
는 최소 두 번 이상의 피드백을 통해 글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
들의 성취감을 극도화하기 위하여 작품화 활동을 하도록 한다. 작품화 활동이란 완성된 자신의
글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 문구 등을 첨부하거나 본인의 취향대로 꾸며서
작품화하는 것을 말한다. 작품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글에 대한 자부심과 성취감을 다
시 한 번 느낄 수 있다.
다음으로 대리 경험은 글쓰기 수업에서 글쓰기 주제에 대해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도 경험할 수 있고 동료들이 쓴 글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고자 한다. 이는 글을 쓰기 전 활동과 글을 쓰는 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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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료들의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다시 한 번 대리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역시 자기효능감을
향상에 긍정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적 설득은 학생들의 글쓰기 과정에서와 결과물에 대해 교사와 동료들의 끊임
없는 격려와 칭찬, 긍정적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가능하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써 온 글을 동료
들과 함께 읽어 보면서 서로 피드백을 해 주기도 하고 교사 역시 칭찬이나 피드백을 통해 학생
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잘한 부분
을 언급하면서 그에 마땅한 칭찬이나 긍정적 피드백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자
기효능감을 높이는 글쓰기 수업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1> 일반 글쓰기와 자기효능감 향상 글쓰기 수업 과정

2. 실제 수업의 적용

지방 소재의 D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학부 교양 강좌 ‘한국어 문형 연습2’
수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30명 중 참여를 원하지 않거나 수업에 자주 빠져 제대로 실험을
적용할 수 없었던 4명을 제외한 26명을 대상으로 본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각 대학의 학생
들은 한국어 2급에서 4급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지녔으며 국적은 중국, 베트남, 르완다, 앙골라,
몽골이다. 본 수업의 적용은 2017년 1학기 15주 수업 중 3월 25일부터 5월 29일에 걸쳐 이루어
졌다.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두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교사는 본 수업에서 ‘논설문 쓰기, 리포트 쓰기, 발표문 작성, 시험 답안지 작성, 자기표현 글
쓰기’를 다루는데 그 중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수업은 자기표현 글쓰기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
다. ‘논설문 쓰기, 리포트 쓰기, 발표문 작성, 시험 답안지 작성법’은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수준
이 2-4급임을 감안하여 이 수준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과 학생들이 수업에서 요구한 것으로
글쓰기 형식과 글쓰기 전개 방법 및 특정 글쓰기에 사용되는 문법이나 표현이었고 이는 주로 강
의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져 이 네 가지 수업은 제외하였다. 동료들 간의 활발한 상호 활동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쉽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기에는 발표문 작성이나 시험 답안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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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수업보다는 자기표현 글쓰기가 본 수업 방식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IV. 글쓰기 수업 적용 후 결과
1. 글쓰기 수업 전 , 후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변화 측정 검사 도구

실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보기 위해 송윤아(2010)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는 자기존중감, 학업적 효능감, 직무 자기효능감, 학업 성취, 자기보고 수행측정치 다섯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글쓰기 수업 전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글쓰기 수업 후의 학생들의 자기효능
감을 측정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2. 글쓰기 수업 전 , 후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변화

글쓰기 수업 전, 후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의 변화는 Paired t-test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실험
점수가 평균 4.05%(평균 0.14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증가분이
라 할 수 있다(p= 0.000045). 이에 본 수업 방식이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 표 2> 자기효능감의 변화 및 세부 영역별 변화

p= 0.000045

IV. 결론
지금까지 학부 외국인 유학생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한 방안으로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네 가지 요인 중 ‘성공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세 가지 요인들을 바탕으로 일반 글쓰기
수업과는 다르게 ‘동료들과의 상호작용, 여러 차례의 교사 피드백, 작품화 활동’과 같은 수업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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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글쓰기 수업에 적용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송윤아(2010)의 검사 도구로 수업 전과 후의 값을 Paired t-test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매우 유의한 수치로 증가되어 본 연구에서 설계한 자기효능감 향
상 글쓰기 수업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실험 대상이 적은 한계는 있으나 이를 통해 글쓰기 수업에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수업 설계 시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 즉 학업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을 믿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
에 대한 믿음을 향상시키는 즉 학생들의 내적 변화를 이끌어 글쓰기 능력 및 한국어 능력 향상
과 같은 학업적인 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직무 자기효능감의 향상으로 인해
과외 활동에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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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재 말하기・듣기 자료의 의문문 실현 양상 연구

박진철
(이화여자대학교)
Park, Jin-Chul (Ewha Womans University) Spoken language not only has its own
grammatical system just like written language, but makes us actually communicate in our
everyday life.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sentence ending expressions, there is a
remarkable difference between the spoken language and the written language. However, the
speaking and listening materials used in the Korean textbooks select and present the
grammatical elements that are newly reconstructed in a form suitable for education. Therefore,
as the gap between the language in the Korean classroom and the actual language used in
everyday life becomes larger, it becomes difficult for the students to improve their speaking
and listening ability, and the reliability of those textbooks as educational material may be
lowered. Therefore, when constructing all educational materials including Korean textbooks, it
is necessary to find a balance between appropriate educational effectiveness and actuality of
authentic materials. Also, since th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as a foreign language do not
have the intuition about Korean as the native speakers, it is necessary to present concrete
expressions of Korean sentence endi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teaching materials with practicality of spoken language
and to search for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Hence we quantitatively analyze
and evaluate the use of the interrogative ending expression in Korean textbooks currently
used by university institutions.

I. 서론
실제성 개념은 1980년대에 이르러 등장했는데 그 이후로 현재 의사소통 중심 언어 교육에서
실제성의 개념은 여러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이다. 이는 말하기・듣기 자료에 대해서
도 마찬가지인데 학습자 수준과 목적, 자료의 성격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실제성을 추구하느냐에
대한 것은 언어 교수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는 데에는 난이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교실 내 언어와 실제 언어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 말하기,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듣기 교육에 대한 신뢰도 저하될 수 있
다. 따라서 교육적 자료를 구성할 때 실제 자료를 적절한 교육적 효과성과 실제성 사이에서 균
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외국어 교육은 중・고급 등 상위 단계에 이를수록 모국어 화자의 언어 사용 양상과 비슷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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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유창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초급 단계에서는 그 언어 표현에서 문장 성분들 가운데 일부
를 생략이 없는 정형적인 형태를 익히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겠지만 중급을 넘어 고급에 이르면
그 모어 화자들이 평소에 말하는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말하는 법을 교육 내용에 적극 도입할 필
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내국인들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에 근접하는 자연스러운 대화 방
식을 교육 내용에 넣어 ‘실제성을 띤 유창한 한국어’가 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한
국인의 발화문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과 비슷하게 말할 줄 알아야 상호 친밀감과 자연
스러움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모국어 화자와 같은 한국어에
대한 직관이 없으므로 한국어 종결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구어의
실제성을 띤 한국어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근거를 제
공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대학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서의 의문형 종결 표현의
사용 실태를 계량적으로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지금까지 듣기 자료의 실제성에 대한 연구는 초급 교재에 대한 김정화, 황인교(2002), 중급 교
재에 대해서 다룬 정선화(2009) 등이 있었다. 우선 김정화, 황인교(2002)에서는 실제성을 발화 차
원과 언어 차원으로 나누어 교재를 분석했는데 발화 차원으로는 발화의 종류부터 발화 수행 양
상까지를 기준으로 살폈고 언어 차원에서는 변형, 간투사 여부부터 방언, 은어와 같은 특별한 언
어 사용이 나타나는지를 살폈다. 여기에서는 언어 차원의 실제성을 파악하는 항목들은 구어적
특성이 드러나는 것이므로 다양하게 많이 나타날수록 실제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전은주(2010)에서는 그동안의 실제성에 대한 개념이 그간의 연구에서 너무 산발적으로 이루어
져왔음을 지적하면서 실제성이 실현되어야 할 층위를 의미 층위, 상호작용 층위, 표현 층위, 언
어문화 층위로 새롭게 제시한 바 있다.

III.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권재일(2004)에서 제시한 구어 말뭉치를 기준으로 한국어 교재의 의문문 실현 양
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권재일(2004)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구어 자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
다. ‘20-30대 나이의 대학(원)생, 회사원’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대화 자료이다. 권재일(2004)
구어 말뭉치 자료 3506 문장에서 의문문은 모두 1073 문장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모의 화자의 의문문 실현 양상을 조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권재일(2004)에서의 3506개의 말뭉치에서의 의문문 실현 양상을 기초로 하여 대학 교육 기관에
서 집필한 책을 비교해 본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을 검토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의문문 실현 문
장을 교재에 수용하고 학습하는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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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1. 한국어 교재에서의 의문문 실현 양상

이제 한국어 교육 교재에서 말하기 대화문과 듣기 대본에 나타난 의문 의향법의 실현 양상을
조사하여 교육 내용을 살피면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교육
내용이 반드시 교재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통하여 교육 내용을 어
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재 안에서도 각 단원에 있는 모범 대화문(또는 듣기 대본)
외에 연습 문제나 과제 등으로 보충 학습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교재마다 모범 대화문(또
는 듣기 대본)은 정형적인 표현을 싣고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의향법을 제시할 가능성
이 얼마든지 있지만 교육의 기초 자료로서 교재를 점검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연구
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의문 의향법이 실현된 의문문에 관한 것으로 전체 6개 급 중에서 3급에
실린 말하기 대화문과 듣기 대본으로 한정하였으며 분석 대상 교재 목록은 아래와 같다.1)

교재명
재미있는 한국어 3
서강한국어 3A, 3B
연세한국어 3-1, 3-2
이화한국어 3-1, 3-2

출판사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출판 연도
2010
2008
2008
2011

(1)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전체 문장과 의문문의 분포

분석 대상 교재의 말하기 대화문 및 듣기 대본에 나타난 전체 문장 수와 그 중 의문문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분석 대상 문장이 가장 많은 교재는 ‘가’ 기관 교재로 1239 문장이며 가장 적은
기관 교재는 ‘라’로 601 문장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전체 문장 중 의문문이 차지
하는 비율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 한국어 교재별 의문문 실현 유형 분포

각 한국어 교재별 의문문 실현 유형별로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권재일(2004) 구어 말
뭉치 분석 자료에서 의문문 실현 유형 빈도는 범용어미>문장조각>의문어미>서술・명령・청유어
미>접속 어미로 나타났다.

실현 유형
의문어미
범용어미
서술・명령・
청유어미
접속어미
문장조각
합계

권재일(2004) 말뭉치
빈도수 백분율(%)
163
15.19
600
55.92

가 교재
빈도수 백분율(%)
41
12.06
207
66.88

나 교재
빈도수 백분율(%)
46
21.00
127
57.99

다 교재
빈도수 백분율(%)
32
8.79
244
67.03

라 교재
빈도수 백분율(%)
24
12.77
124
65.96

33

3.08

17

5.00

9

4.11

13

3.57

9

4.79

19
258
1073

1.77
24.04
100

0
75
340

0.00
22.06
100

3
34
219

1.37
15.53
100

1
74
364

0.27
20.33
100

1
30
188

0.53
15.96
100

1) 본고는 각 교재별 우열이나 특성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의 <표>에서는 교재의 배열을 위에서
소개한 순서대로 놓지 않으며, 교재 이름도 ‘가, 나, 다, 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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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재의 경우 고유한 의문어미에 의한 의문문은 12.06%로 범용어미에 의한 의문문은
66.88%로 나타났는데 이는 구어 말뭉치 자료에서의 차이보다 훨씬 큰 차이를 보였다. ‘나’ 교재

의 경우, 범용어미에 의한 실현은 57.99%로 구어 말뭉치 자료와 2% 정도의 차이로 근사했다. 그
렇지만 의문어미에 의한 실현이 구어 말뭉치보다 훨씬 많았는데 이는 비교 대상 교재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 교재의 경우에도 ‘가’ 교재와 마찬가지로 구어 말뭉치 자료와 비교했을 때 범용어미와 의

문어미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접속어미에 의한 의문문 실현이 단 한 건으로 미미했다.
‘라’ 교재의 경우 ‘나’ 교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구어 말뭉치와 비교했을 때 접속어미 및

문장조각에 의한 의문문의 실현이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
(3) 고유한 의문어미에 의한 실현

실제 구어 말뭉치에서는 ‘-을까’에 의한 의문문 실현이 다소 적었는데 한국어 교재에서는 말뭉
치와 비교했을 때 2배 ~ 4배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재일(2004) 말뭉치
빈도수 백분율(%)
-(스)ㅂ니까
0
0.00
-냐
48
4.47
-냐-구
2
0.19
-니
6
0.56
-나
42
3.91
-은가
29
2.70
-는가
6
0.56
-을까
30
2.80
합계
163
15.19
실현 유형

가 교재
빈도수 백분율(%)
12
3.53
0
0.00
1
0.29
2
0.59
4
1.18
3
0.88
0
0.00
19
5.59
41
12.06

나 교재
빈도수 백분율(%)
1
0.46
0
0.00
0
0.00
6
2.74
6
2.74
6
2.74
1
0.46
26
11.87
46
21.00

다 교재
빈도수 백분율(%)
7
1.92
0
0.00
0
0.00
2
0.55
0
0.00
0
0.00
0
0.00
23
6.32
32
8.79

라 교재
빈도수 백분율(%)
5
2.66
0
0.00
0
0.00
0
0.00
1
0.53
1
0.53
0
0.00
17
9.05
24
12.77

(4) 범용어미에 의한 실현

범용어미에 의한 의문문의 실현은 ‘-어’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어’는 의문문에서도 역시 ‘어’, ‘-아/어요’, ‘-시어요’, ‘-(으)세요’, ‘체언-이-야’, ‘체언-이에요’ 등으로 나타나는데 의문문의
37.84%로 가장 높다. 그렇지만 분석 대상 한국어 교재에서는 ‘나’ 교재를 제외하고는 의문문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구어보다 확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현 유형
-어
-지
-거든
-는데
합계

권재일(2004) 말뭉치
빈도수 백분율(%)
406
37.84
152
14.17
0
0.00
42
3.91
600
55.92

가 교재
빈도수 백분율(%)
165
53.31
23
7.43
0
0.00
19
6.14
207
66.88

나 교재
빈도수 백분율(%)
89
40.64
27
12.33
0
0.00
11
5.02
127
57.99

다 교재
빈도수 백분율(%)
207
56.87
23
6.32
0
0.00
14
3.85
244
67.03

라 교재
빈도수 백분율(%)
106
56.39
12
6.38
0
0.00
6
3.19
124
65.96

(5) 서술・명령・청유 어미에 의한 실현

서술・명령・청유 어미에 의한 실현은 구어 말뭉치에서도 전체의 3.08%를 차지해 빈도가 낮
은 편으로 분석 대상 한국어 교재에서도 3.57%~5.00%까지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거나 약간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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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유형
-(으)ㄹ래
-다/라
-다-구/면서
-네
-구먼
합계

권재일(2004) 말뭉치
빈도수 백분율(%)
0
0.00
2
0.19
14
1.31
16
1.49
1
0.09
33
3.08

가 교재
빈도수 백분율(%)
6
1.76
0
0.00
10
2.94
0
0.00
1
0.29
17
5.00

나 교재
빈도수 백분율(%)
8
3.65
0
0.00
1
0.46
0
0.00
0
0.00
9
4.11

다 교재
빈도수 백분율(%)
4
1.10
1
0.27
7
1.92
1
0.27
0
0.00
13
3.57

라 교재
빈도수 백분율(%)
2
1.06
0
0.00
7
3.73
0
0.00
0
0.00
9
4.79

(6) 접속어미에 의한 실현

접속어미에 의한 실현은 구어 말뭉치에서도 전체의 1.77%를 차지해 빈도가 가장 낮다. 그렇지
만 ‘가’ 교재의 경우 접속어미에 의한 의문문 실현이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으며 ‘다’, ‘라’ 교재
에서 각 한 번, ‘나’ 교재에서는 세 번에 그쳤다.

실현 유형
-고, -구
-어가지구
-어서
-으려고
-으면서
-으면
합계

권재일(2004) 말뭉치
빈도수 백분율(%)
8
0.75
1
0.09
1
0.09
3
0.28
3
0.28
3
0.28
19
1.77

가 교재
빈도수 백분율(%)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나 교재
빈도수 백분율(%)
1
0.46
0
0.00
0
0.00
2
0.91
0
0.00
0
0.00
3
1.37

다 교재
빈도수 백분율(%)
0
0.00
0
0.00
0
0.00
1
0.27
0
0.00
0
0.00
1
0.27

라 교재
빈도수 백분율(%)
0
0.00
0
0.00
0
0.00
1
0.53
0
0.00
0
0.00
1
0.53

(7) 문장조각에 의한 실현

실제 구어 말뭉치에서 문장 조각에 의한 의문문의 실현은 전체의 24.04%로 상당히 높은 편이
다. 그렇지만 ‘가’, ‘다’ 교재의 경우 전체 의문문의 20%를 상회하였으며 ‘나’, ‘라’ 교재의 경우
15%에 그쳐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실제성 판단 기준의 여러 항목 중 실제 구어 자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의문
의향법에 대한 분포를 확인하고 실제 한국어 교재에서 의문문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피
고자 했다. 의문문은 문어보다 듣기와 말하기 즉, 구어에서 더 많이 사용되며 또한 의문문은 구
어의 성격을 특징짓는 주요 요소이다. 따라서 실제 자료를 통해 보면 문어와 구어에서 의문문의
실현 양상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 말하기・듣기 자료에 나타나는 구어 의문문을
살펴보는 것은 실제성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 말하기・듣기 자료의 실제성 여부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한국어 교재의 개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435 -

참고문헌
김서형, 장향실(2012), 한국어 교재 대화문의 전형성과 구성 요건, 한국언어문학, Vol.83 No.-,
[2012]

김정화, 황인교(2002), 초급 단계에서의 듣기 자료의 실제성, 이중언어학, Vol.20 No.-, [2002]
권재일(2001), 한국어 의문문의 실현 방법과 그 언어유형론적 특성, 구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글,
Vol.- No.257

이소연(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복합종결어미 교육 방안,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은주(2011), 한국어 말하기 듣기교육에서 ‘실제성 원리’ 적용 층위와 내용, 새국어교육, Vol.89
No.-, [2011]
Cui Yinglan(2012), 담화 문법 관점의 구어 종결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 436 -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토론 수업의 효과 연구

이정연
(이화여자대학교)
Lee, Jung-Youn (Ewha Womans University). A Study on the Effects of Debate Classes Using
Flipped Learning.
This study aimed to suggest an educational method involving flipped learning to improve the
debating skills of Korean language learners and demonstrate the effects. To prove the effects
of debate classes using flipped learning, the study transcribed and compared the debate
content after giving debate classes in the conventional manner and then using the flipped
learning method . As a result, it was verified that students’ debating skill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in debate classes using the flipped learning method and, compared to the traditional
teaching method, they expressed their opinions and views with respect to the debate topics
based on more solid ground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enhanced argumentative
expressions and more strategically apt debating expressions depending on the debate strategies
were employed during the debating process . In particular, the expressions that suggest
objective grounds for the topics increased in quantity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classes,
enhancing the logicality and validity of debates. In the surveys and interviews conducted after
debate classes, the learners responded that the classes had a positive impact in terms of
improving their practical debating skills as they were provided with various materials in
advance before the classes, which helped them understand the topics, and they were able to
have time to thoroughly prepare for the classes.

I. 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토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을 활
용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1)
일반적으로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말하기 수업에서 실시하는 토론은 말하고자 하
는 주제에 대해 타당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청자들에게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토론을 통해 학습자들은 언어적 표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지식 통합
의 능력까지 키울 수 있어 학습자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2) 그러나 실제적으로
1) 본 연구는 이정연(2016)에서 제안한 플립 러닝을 활용한 토론 교육 방안을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그 효과를 증명
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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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 토론에서 사용하는 표현에 대한 이해 및 논제에 대한 배경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적
극적으로 임하는 학습자들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토론은 언어적 능력, 내용적 지식뿐
만 아니라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타당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므로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전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토론 수업 전에 토론을 위한 언어적, 내용적 지식들을
학습하여 수업에서 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
도록 토론 수업에 플립 러닝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플립 러닝이란 수업 전 교실 밖에서 수업할 내용을 미리 학습한 후 교실 수업에서 미리 학습
한 것들 중 풀지 못한 문제들을 다른 학생들과의 토론 및 교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수
업 형태를 말한다. 플립 러닝을 수업에 활용하면 학습자 개인차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을뿐더
러 학습자 주도형 수업의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 즉, 플립 러닝은 학습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은 학습자별로 수업 전에 여러 차례 반복 학습이 가능하여 개별 학습을 현실
화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이다. 또한 수업 진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들을 습득한 후 수업에서는
이를 전제로 문제 해결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므로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수업 형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수업에 활용하게 되면 학습자들이 수업의 주체가 되고 교사
는 수업의 주체인 학습자들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게 되어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토론은 논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정한 후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학습자들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토론 논제에 대한 사전
배경 지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토론에서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표현들에 대한 학습도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실에서 본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교실 밖에서 개별로 진행되는 플립 러닝의 교
육 방식이 토론에 적절할 것이라 보고 본 연구는 플립 러닝을 토론 수업에 적용한 교육 방안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실제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3)

2) Freeley and Steinberg(2009)는 academic debate의 21가지 가치를 들며 토론을 교육에 활용하면 학습자들
의 언어적, 사고적인 측면을 비롯하여 자신감, 리더십과 같은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토론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논하였다.
3) 한국어 교육에 플립 러닝을 적용한 연구로는 어휘 교육(김규훈, 2015), 문법 교육(이소현, 2015; 김규훈,
2016; 우연희, 2017), 문화 교육(홍예식, 2015), 토론 교육(신정숙. 2015; 이정연 2016)에 적용한 연구들과
통합 교육(박진욱, 2015; 송금란, 2015, 한혜민‧김선아, 2016)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연구들의 대부분은
플립 러닝을 적용 방안을 제안한 것이며 사례 연구로는 이소현(2015), 한혜민‧김선아(2016), 우연희
(2017)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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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수업 설계

수업은 크게 교실 밖 활동과 교실 활동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교실 밖 활동은 교실 활동을
대비하는 과정으로 온라인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토론의 특성상 학습자들이 논제에 대한 내용적,
언어적, 논리적 면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용적인 면에서는 동영상이나
텍스트로 구성된 신문이나 뉴스를 위주로 구성하였고, 언어적인 면에서는 토론 표현 및 논증 표
현에 대한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공하였다. 동영상 강의는 학습자들의 주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15분 이내로 촬영하여 관련 뉴스나 신문을 링크한 페이지와 함께 학습자들에게 수업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논제에 대한 내용적인 이해 및 토론 시 활용할 언어적인
표현 학습이 이루이진 후 최종적으로 학습자들에게 해당 논제에 대한 입장 정리를 미리 하여 수
업에 참여하게 하였다.
교실 활동은 수업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수업 전에 이루어진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 퀴즈를 먼저 실시하게 하였다. 토론 전 활동 확인 후 토의, 토론, 토론 내용 정
리, 토론 평가의 순으로 교실 활동을 구성하였다. 토의는 논제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가진 학습자
들과 같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토론에서 사용한 논제에 대한 주장과 근거 등을 정리하게 하였
고 상대방이 반론할 내용을 미리 추측해 보고 이에 대한 반론까지 준비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
정을 거쳐 토론이 이루어진 후 스스로 토론을 얼마나 제대로 진행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였다.

논제 관련 내용 학습

논제 제시
교실 밖
활동

교실
활동

논제 제시
및 소개
(교사)

→

동영상 자료 시청 및
텍스트 자료 확인
(학생)

토론 수업
→
토의
→
전
활동 확인
퀴즈 및
입장별로
질의응답
나누어 토의
(교사/학생)
(학생)

→

논증 표현 및
토론 전략에 따른
표현 학습

찬반 토론 →
토론
(학생)

→

입장 정리

동영상 강의 시청
(학생)

토론 내용
정리

→

찬반 내용
요점 정리
(교사)

토론 평가
평가 및 상호
피드백
(교사/학생)

< 그림 1> 플립 러닝이 적용된 토론 수업 모형

2. 수업 사례

이상과 같이 설계된 토론 수업을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의 2016년 봄학기 고급 학습자(5
급)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토론 수업은 각기 다른 논제로 전통적인 방식을 따른 수업과
플립 러닝이 적용된 방식의 2차례로 진행되었으며 토론 수업 내용은 녹음 후 전사하여 학습자
발화 내용의 질적 분석을 통해 플립 러닝의 효과를 증명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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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 절차

플립 러닝을 활용한 토론 수업에 앞서 전통적인 토론 방식으로 ‘대중이 공감할 수 있어야 예
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논제로 토론 수업을 먼저 진행하였다. 수업은 주로 교실 활동으
로 진행되었으며 논제를 제시한 후 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및 논제에 대한 찬반 입
장의 글을 읽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게 하였다. 입장 정리 후 논제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가진
학습자들과 찬성, 반대팀으로 나누어서 토의를 실시하게 하였다. 토의를 통한 팀별 입장이 정리
가 되면 본격적으로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나누어 토론을 실시하였다. 토론 단계의 마지막 과정
에 토론 평가표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토론의 전반적인 과정을 평가하게 하였다. 토론 후 과제
로 토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집에서 정리해 숙제로 제출하게 하였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토론 수업을 실시한 후 동일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3일 후에 ‘공공장소의
음주를 규제해야 한다.’는 논제로 플립 러닝을 활용한 토론 수업을 실시하였다. 교실 밖 활동으
로 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뉴스 및 신문 자료를 사전에 제시하고 토론 표현 및 논증 표
현에 대한 학습은 교사가 사전에 촬영한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었다. 학습자 개별 학습 후 논제
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수업에 참여하게 하였다. 교실 활동의 첫 번째 단계로 학습자
들의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퀴즈를 실시하였으며 퀴즈 풀이를 하면서 교사는 학습자들의 사전
학습에 미비한 부분을 다시 보충해 주었다. 퀴즈로 사전 학습에 대한 확인 후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입장의 학습자끼리 토의를 실시한 후 토론, 토론 평가의 순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 과제로 토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과제로 제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2) 분석 방법

전통적인 토론 수업과 플립 러닝을 활용한 토론 수업 방식이 학습자들의 토론 능력 향상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학습자들의 발화 내용을 사고력, 표현력, 태도로 나누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비교적 토론 평가 항목이 세분화되어 제시되어 있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4) 평가 항목은 크게 사고력, 표현력, 태
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V. 결과
1. 토론 내용 및 표현 평가 결과

학습자들의 발화 내용 분석 결과 플립 러닝을 활용한 수업에서 대체적으로 사고력, 표현력, 태
도가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영역에 비해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근거를 들
어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사고력 부분에서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 플립 러닝을 적용한 토론 수업
에서 높은 향상도를 보였다. 플립 러닝을 활용한 수업에서만 별도로 논증 표현을 교수하였는데
4) 본고에 사용된 평가 항목은 김지현․전은주(2012:255-256)에서 현행 국어과 교과서 16종의 토론 평가
항목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중복적으로 제시된 평가 내용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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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사용 양상을 봤을 때 플립 러닝을 활용한 토론 수업에서 다
양한 논증 표현들을 골고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의 진행 순서에 따라 입론, 반
론 및 반박, 최종 발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론 전략에 따른 표현들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
과 플립 러닝을 활용한 토론 수업에서 모든 표현들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한
자료를 근거를 들며 이야기하는 표현 사용량이 다른 표현에 비해 월등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2. 설문 조사 및 인터뷰 결과

전통적인 방식과 플립 러닝을 활용한 방식 중 어떤 교육 방식이 학습자들의 토론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80%의 학생들이 플립 러닝을 활용한 토론 수업 방식이 더 도움
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두 번째 질문으로 플립 러닝을 활용한 토론 수업에서 수업 전에 제공된
자료 중 어떤 자료가 가장 토론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물었다. 학습자들은 신문 기사
(38%), 뉴스 동영상(31%), 교사의 동영상 수업(31%)라고 응답하여 제시된 자료들이 대체적으로

골고루 토론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을 알 수 있었다. 개별 학습, 토의, 토론, 교사의 개별 지도 중
토론 능력 향상에 가장 도움을 준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학습자들은 동료들과의 토의
(50%), 교사의 개별 지도(29%)가 가장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였다.

Ⅴ.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의 토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내용적인 면에서 논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더불어 언어적인 면에서 표현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토론 능력 향상을 위해 플립 러닝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실제 수업을 통해 검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토론 수업
방식과 플립 러닝을 적용한 수업 방식으로 각기 한 차례씩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과
한정된 인원인 10명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외국
인 학습자들의 토론 능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긴 기간에 걸쳐 다양한 논제로 다양한
변인을 갖춘 여러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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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서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위한 상황인지 기반의
챗봇 설계에 관한 연구

이윤희
(세종대학교)
Lee, Yunhee (Sejong University). A study on design of context-awareness chattbots for
spoken Korean practicing as a foreign language.
As many industries are entering to the era of IoT(internet of things) and AI(Artificial
intelligent), more studies on foreign language acquisitions through the smart devices are
introduced. A chatbot using mobile phone and SNS service might be the one of the
attractive and useful tools to foreign language learners. Chatbot based on AI and text-mining
technology is a application running human like conversations. This research is to design a
context-awareness chatbot for Korean learners as a foreign language. The aims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methods for designing a chatbot as a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support tool.

I. 서론
1956년 존 매카시(J.McCarthy)와 마빈 민스키(M. Minsky) 등에 의해 인간의 지능처럼 사고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연구하면서 탄생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산업화가 시작되었
다1). 국내 산업계에 ‘인공지능’이란 기술이 처음 소개되었던 것은 1990년대 초반 LG전자(당시
금성사)와 삼성전자의 ‘퍼지(fuzzy)2) 세탁기’, ‘카오스(Chaos)3) 세탁기’가 인공지능의 추론 방법론
을 제품명으로 한 인공지능 가전제품이었다. 이들 가전제품들은 소비자들에게 말을 걸어오면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일을 똑똑히 처리하는 ‘생활친구’였다. 이제 머지않아 더욱 더 똑
똑해진 인공지능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무의적으로 대화
를 걸어오거나 불편함을 해소해주거나 감성적으로 공감해주는 모든 지능적인 사물들을 경험하면
서 사람 같은 혹은 그보다 나은 “친구”를 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한 AI 친구는
외국어 학습과정에서 교사, 외국인 대화 상대자 등과의 대화에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
조차 해소시키면서 ‘친절한 상호작용’으로 외국어의 말하기 또는 구어체 연습에 있어서는 유익
1) http://www.aistudy.co.kr/ai/intro_aima.htm#_bookmark_2544790
2) 196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론으로 정성적인 자료의 애매모호한 개념을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추론 방법으로
“예쁘다”나 “애매한” 인간의 감정을 컴퓨터가 읽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이론화 함.
3) 규칙적인 현상을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첨단과학이론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추론을 구현하는 방법론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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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파트너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AI기반의 말하기(구어체) 연습 친구 또는 교사를 구현해줄 상황인지 기반의 챗봇기
술을 소개하고, 한국어 말하기 연습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인지 기반의 챗봇 설계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서는 상황인지 기반의 챗봇에 대
한 소개와 외국어 말하기 또는 구어체에 활용되고 있는, 챗봇과 가장 가까운 모바일 어플에 대
한 선행연구들을 논하였다. III. 연구방법에서는 상황인지 기반의 말하기 연습 챗봇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IV에서는 후속 연구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
국어 학습에 있어서 말하기 연습을 위한 챗봇의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챗봇(chatbots)4)은 구어적인 표현 또는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사람과 대화하는 인공지능의 ‘가상
대화친구’이다. ‘봇(bot)’은 컴퓨터 용어로 사람을 흉내 내어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
램이다. 최근에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모바일 기기, 그리고 향후 주변의 모든 사물에서 구현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챗봇은 인간의 대화와 상황을 기반으로 학습하고 진화한다.
애플 아이폰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 ‘시리(Siri)’나 최근 영화 ‘허(Her)’에서 소개된 인공지능
운영체제(OS), ‘사만다’, 최근 인터넷 포털과 SNS, AI 비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미 챗봇은 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다가와 있다. 이들은 사용자에 따라 구어적인 언어 표현으로 개인 맞춤형의 대
화를 이어간다. 마치 인간처럼 상황에 따른 개인의 감정을 읽어가며 대화를 이어가며, 상황에 맞
는 대화를 먼저 걸어오기도 한다. 상황에 따른 필요한 정보를 대신 검색해주고, 쇼핑 주문도 대
신해주며, 음식이나 음악, 여행지를 추천해주기도 하고, 일정을 알려주기도 하며, 챗봇은 인격체
에 가까운 대화로 관계지속이 가능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통해 수집한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견고한 신뢰와 애정이 형성되기 쉽다.
현재까지 개발된 챗봇은 ‘시리’와 같이 음성인식5) 기반의 데이터 분석 기술이 적용되었거나,
모바일 채팅앱의 형태로 구어체적인 문자(text) 형식의 인간의 언어와 감성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기술인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6),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7), 패턴인식, 상황인지(Context-awareness) 기술 등이 적용되어 개발되고 있다. 이외에도
<표 1>과 같이 컴퓨터가 학습을 위한 AI 기술의 요소인 인지컴퓨팅(Cognitive computing), 기계학

습(Machine learning), 그리고 구글의 ‘알파고’에 적용되었던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8) 기술들
이 적용된다.
4) 채팅로봇(Chattingbot)이라고도 함.
5) 음성인식(Speech recognition):인간의 발성하는 음성을 이해하여 컴퓨터가 다룰 수 있는 문자(코드) 정보로 변환하는
기술(Tractica, 2015).
6) 자연어처리 기술이란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고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는 기술로 인간이 사용하는 문장으
로부터 어휘나 형태소 분석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7) 텍스트 마이닝 기술은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를 학습하여 유사 데이터를 찾아내고 예측하는 기술이
다.
8) 기계학습 기술과 유사하나 기계학습이 논리나 정형화된 규칙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학습하고 예측하는 반
면, 딥러닝은 인간 뇌의 정보처리 기능인 신경망을 모델화 하여 데이터를 학습하고 예측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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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인지 기반의 챗봇은 메신저를 통해 사용자의 상황이 수집되고 주변 사물 또는 인간이 나
눈 대화를 분석하고 학습하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추론하고 다음 상황을 예측한다.
따라서 인격체를 지닌 것처럼 대화가 자연스럽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웹이나 메신저 상에
서의 사람들이 나눈 무수히 많은 대화의 수집과 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자연어처리 기술, 그리
고 분석 및 학습 방법들의 정교화와 고도화가 AI 채팅앱의 성능을 좌우하게 된다.
모바일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나 인터넷 환경에서 외국어 학습에 대해서 기존의 교실 환경의
면대면 교육과 병행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자기주도적 학습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한 연
구들은 다수가 있다. 1995년 Wallace에 의해 최초로 소개된 인공지능 언어 인터넷 컴퓨터 개체는
A.L.I.C.E. (Artificial Intelligence Foundation, 2007; Abu Shawar and Atwell, 2003a; Wallace, 2005)가

있다. Alice는 Wallace가 개발한 AIML(Artificial Intelligence Mark-up Language)로 이루어진 영어대
화 패턴에 대한 지식이 저장되어 있고, Alicebot은 사용자들이 대화형식을 입력할 수 있도록 무
료 배포되었다. A.L.I.C.E.는 오픈소스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하여 주제(topic) 별 분류인 데이
터 객체로 구성되어져 있고, 주제와 관련된 여러 분류에 따라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대화에 적합
하게 매칭되는 대화를 출력해준다. Bayan Abu Shawar & Eric Atwell(2007)는 van Rooy(2004)의 연
구인 Korpus Gesproke Afrikaans는 말뭉치(Corpus)를 적용하여 판도라봇(Pandorabot service)을 사용
하는 웹사이트에 챗봇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아프리카 학습자들이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사용자들로부터 대화 주제와 관련된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
하였는데, 이는 대화 말뭉치의 문맥(context)이 폭넓은 대화를 지원하지 못하고 결국 말뭉치에 대
한 학습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기계학습 모델은 문법적 의미나 대화-행동 주석 등
의 언어적 분석에 대한 마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 응답을 적절하게 생성해내
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채팅을 즐기면서 언어 연습에 흥미를 갖는 다는 것
도 밝혔다. 또한 Jia (2004b)는 언어적 지식의 부재는 학습자들의 입력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핵심어 기반의 대화 매칭 기술로는 챗봇 시스템이 외국어 학습자들의 대화 연습파트너로서의 역
할은 할 수 있으나, 외국어 교사 역할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그의 중국에서의 연구를 통해서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챗봇의 자연어처리, 사전, 패턴인식, 상황인식사전 등에 대한 적절한 기
술들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단순 외국어연습 파트너로서의 기능만 제공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
다.
한편, 김영우(2014)의 한국의 성인 영어학습자의 스마트폰 활용 연구에 의하면 스마트폰을 활
용한 영어 학습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발음과 어휘 등 짧은 단위로 제공되는 학습콘텐츠와
듣기와 읽기처럼 수용적 기술(receptive skill)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최근 들어 인터넷,
스마트기기, 그리고 Facebook과 같은 SNS 등의 ICT 기반 기술을 외국어교육과 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말하기 연습을 위한 상황인지 기반의 챗봇 설계에 관한 연구로
서, 새로운 언어적 지식을 습득하는 교수법 제시나 교재로서의 역할보다는 외국어 학습자들의
국가, 성별, 주거지역 등 일반적 배경, 위치, 목적, 감정, 취미 등의 상황에 따른 대화 연습에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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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두고 설계하였다.
1. 연구의 대상

한국어 말하기 연습용 챗봇의 설계를 위한 본 연구대상은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SNS를 사용
하며, 문자(text)화된 구어체 한국어가 가능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로부터 한국어
습득에 있어서 말하기가 요구되는 “특수상황”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었다.
2. 연구 절차 및 방법

한국어 말하기 연습용 챗봇 설계를 위한 본 연구의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우선 한국어
말하기에서 빈번하게 겪는 학습자들의 “상황”에 대해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수요조사 결과는 기존의 문헌에 대한 연구의 결과와 통합하고 정제하여 상황지식사전
(contextual knowledge dictionary)을 구축한다. 실제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챗봇

과의 대화를 통해 발생하는 구어체의 문장들과 오류에 대해서 챗봇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학습하면서 학습자들에게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류 수정과 상황에 따른 새로운 구어체 문장
들을 학습자 수준에 맞게 제공할 수 있다.
상황에 따른 코퍼스(Corpus)구축을 위해서 기존의 코퍼스(Corpus)로부터 오류 중심의 어휘, 문
법, 사용자 상황에 따른 언어적 지식 등으로 구성하여 설계하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시점부터
의 모든 상황적 언어 지식들도 상황지식사전에 저장되어 유사 상황에서의 문장 구현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IV. 향후 연구 및 기대효과
외국어 교육과 학습에 있어서 최근까지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을 활용한 교수/학습법이 소개되
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용과 효과에 대한 뚜렷한 실증연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스마
트 기기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학습에 있어서, 음성인식과 한국어 텍스트마이닝 기술 적용에
관한 한계가 있어 교수자와 학습자들의 지속적인 이용에 제약이 있다. 여전히 AI 기반의 챗봇이
완전히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챗봇의 설계와 상용화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기술적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무엇보다도 외국어 학습 용 챗봇 설계에 있어서 챗봇의 원래 기능과 목적에 접근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언어로 학습자들의 상황에 맞도록 상호작용하며 대화할 수 있어야 한
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집된 외국어 말하기 학습자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구체적
인 챗봇 설계와 구현, 사용자 이용에 대한 실증적 검증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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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본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발전 방안

조항록
(상명대학교)
Cho, Hangrok (Sangmyung University). Discussion about the Development of TOPIK:
Perspectives of Law and Institution.

올해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
규모, 체제, 기능의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규모의 측면에서 시행 첫해인 1997
년의 연 1회, 4개국 14개소, 2,274명의 지원자 수에서 2016년 연 6회(지역별 상이함), 73개국 252
개소, 250,141명의 지원자 수로 크게 확대되었다. 체제의 측면에서도 초기의 어휘·문법, 쓰기, 듣
기, 읽기의 4개 영역을 공통적으로 부과하고 6개 등급에 개별적으로 응시하여 인증여부를 결정
하는 등급제에서 지금은 각기 다른 평가 영역으로 구성된 두 개의 시험으로 나뉘고 인증 역시
점수제와 등급제를 절충한 형태로 바뀌었다. 이러한 체제의 변화는 시행 현장의 요구와 시험의
고도화라는 발전의 산물로 인식되고 있어 체제 변화 역시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의 발전에 대한 논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평가가 갖
는 교육적 기능은 물론 한국어 구사자의 공적 활용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 수준의 표준
화 능력 인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지난 20년 동안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전해 오고 현시점 한국어능력
시험의 실상이 어떠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무엇이 있는지는 지난 7월에 열린 한국어능
력시험(TOPIK) 시행 20주년 기념 정책포럼(2017. 7월 22일,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해 진지하게 논
의되었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의 발전 과정, 현시점 한국어능력시험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공감
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 환경의 변화에 따른 획기적
인 발전 대안인 시험 방식의 변화(CBT, iBT의 도입 등), 출제 방식의 변화(문제은행의 도입), 말
하기 시험(가칭 TOPIK Speaking)의 실시, 다양한 목적성 시험(Junior TOPIK 등) 등 몇몇 대안은
해당 논의가 최초로 제기되었던 시점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그 동안 수
차례의 정책 연구가 진행되고 한국어능력시험 20주년을 정리하는 정책 포럼의 주된 주제로 설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몇몇 논의는 획기적인 대안의 제시나 구체적인 추진안의 제시로 발
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시점 한국어능력시험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의 모색
을 위한 법·제도적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최초 시행부터 현시점에 이르
기까지 한국어능력시험과 관련한 법, 제도, 기구를 점검하고 현시점 난제로 인식되는 몇몇 대안
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법과 제도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는
현시점 난제로 인식되는 몇몇 대안의 실행은 냉정한 환경 분석과 함께 시스템의 강화 내지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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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배경과 가설을 갖는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2016년에 교육부가 정책 연구로 진행한 “한
국어능력시험(TOPIK) 확산 및 발전 방안 연구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에 관한 법률 제
정을 중심으로 -”에서 제기되었던 법제화 방안도 되짚어보고 당시에 논의되었던 내용을 좀 더
공론화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시점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법과 제도, 한국어 구사자의
국가사회적 활용과 관련한 법과 제도, 주요 국가의 자국어 능력 평가와 관련한 법과 제도 등을
살펴보면서 한국어능력시험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몇몇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구축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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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언어학적 관점을 반영한 {만큼}과 {처럼} 재고찰 연구

정회란
(한국외국어대학교)
Jeong, Hoe-Ra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 Reconsideration of {mankeum}
and {cheoreom} reflecting Cognitive Linguistic perspectives.
This paper is aimed to explore the difference between {mankeum} and {cheoreom} on
cognitive linguistics. In previous papers, {mankeum} and {cheoreom} have revealed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syntax and semantics. However, these were sentence-level
explanations not taking account of the cognitive process of speakers. This paper attempts to
account by assuming the speaker who makes the comparative constructions based on complex
cognitive process. In this paper, the difference between {mankeum} and {cheoreom} is
explained as the conceptual level by structure of a situation, the implicit ground entities in
conceptual cores, the notion of grounding, and the set quantification versus frame. This
approach can increase the possibility of grammar explanations, because formal and semantic
differences in the comparative construction is due to the speaker’s cognitive process.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동등 비교 구문9)을 이끄는 후치사 {만큼}과 {처럼}을 개념 화자의 인식을
전제로 하여 논해 보고자 함이다. 비교 구문 연구는 그 정의에서부터 유형 분류, 비교 표지의 의
미, 비교와 비유의 접점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주로 통사적‧의미적 관점의
문장 차원에 한정되었다. 비교 구문은 ‘비교’를 전제로 한 언어 행위이므로 발화자의 인식과 의
도가 개입되게 마련이고 술어의 정도성도 발화자의 인지적 판단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비
교 구문을 논할 때 발화자가 개입된 비교 행위로 그 해석을 확대하는 것은 문법 설명의 가능성
을 넓혀 보다 입체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히 이전의 연구들로 {만큼}과 {처럼}은
둘 다 동등 비교 구문을 이끈다는 공통점과 함께 {만큼}은 정도 비교를, {처럼}은 상태 비교를
나타내는 이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여기에서는 {만큼}과 {처럼}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지언어학의 기제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9) 여기에서 ‘비교 구문’은 ‘대상 X를 대상 Y와 관련지어 파악하는 모든 인식적‧인지적 행위를 일정한 통사적‧의미적
조건을 충족시킨 형식을 사용하여 나타낸 구문’으로 정의한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정대(1993), 하길종(1999), 오
경숙(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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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만큼 ’과 ‘처럼 ’의 동질성과 이질성

정인수(1999)는 {만큼}과 {처럼}을 척도의 유형에 따라 의미적 차이를 고찰하여 이전의 통사론
적 연구들과 차별을 보였다. 임채훈(2002)은 수량 명사와의 결합 여부를 통해 {만큼}과 {처럼}은
각각 정도적 용법과 성상적 용법의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오경숙(2010)도 {만큼}은 ‘정도성’과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처럼}은 그렇지 않아 ‘비정도성 비교’라 명하였다. 안주호(2012)는
{만큼, 같이, 처럼}의 차이가 명시적이지 못하고 의미가 혼재된 예문이 제시되며 영어 대역도 동

일하여 학습자들이 오류를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밝히며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10) 또한 {만큼}
은 ‘정도성’을 나타내는 것에서 ‘유사성’으로 의미가 확대되고 유사성에 가까울수록 {처럼, 같이}
와 교체가 가능함을 보였다.11) 이연옥(2014)는 {만큼}에 결합하는 서술어의 품사에 따른 차이와
정도부사의 유무에 따른 의미 차이를 살펴, 각 조건에 따른 의미 차이를 살폈다.

III.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의 { 만큼 } 과 { 처럼 } 구문
1. 개념 화자의 상황 인식 , 비교 구문으로의 보문화

인지언어학에서는 문장 구조를 개념으로 환언한다. 화자는 개념 층위에서 사물들 간의 관계를
이루고, 이를 문법 층위에서 언어화한다. 개념 화자가 상황을 어떠한 관점으로 처리하느냐에 따
라 문장은 여러 등급으로 나뉜다. ‘지호와 은호 둘 다 크다’는 동일한 상황을 (1)과 같은 문장으
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개념 화자가 개념적 실재물(conceptual entity)들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의
결속력으로 통합시키느냐에 따라 문장이 달라진다.12) (1ㄱ)에서 (1ㄹ)까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
들의 결속력은 점차 강해진다.
(1) ㄱ. 지호가 크다. 은호가 크다.
ㄴ. 지호가 크다. 그리고 은호가 크다.
ㄷ. 지호가 크다. 그런데 은호가 더 크다.
ㄹ. 은호가 지호보다 더 크다.

비교 구문을 개념 층위로 볼 때 개념적 실재물과 결합한 관계(relation)13)를 개념핵(conceptual
10) 참고할 예문을 안주호(2012: 40) 원문 그대로 옮겨 놓는다.
(2) 가. 악어{만큼/처럼/같이} 큰 도마뱀 무리가 멧돼지를 통째로
(3) 가. 그 분은 정말 천사{같이/*만큼/처럼} 보였어요.
나. 정말 그림{같이/*?만큼/처럼} 아름다운 집이더군요.
다. 새벽{같이/*만큼/*처럼} 이곳에서 기다렸지요.
11) {만큼, 처럼, 같이}가 비유 구문에서 활용되는 경우를, 강정희(1992)는 ‘비유’ 표현의 기저에 ‘비교’의 인식 작용이
내재한다고 보았고 나은미(2011: 121)은 강정희(1992)의 접근 방식을 취한다고 밝혔다. 송홍규(2012)는 비교와 비유
에 쓰인 {만큼}의 차이점을 관찰하여 비유 구문의 {만큼}이 양태부사와 비슷한 속성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본고에서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고자 {만큼}과 {처럼}의 비교 의미를 견주는 데 보탬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고 취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유 의미로 논의를 확장하지 않는다.
12) Radden, G., & Dirven, R. (2007: 54-56)은 개념적 연결이 문법적 연결과 긴밀한 관련이 있으며, 병치(juxtaposition),
등위화(co-ordination), 종속화(subordination), 보문화(complementation) 순으로 결합이 단단해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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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으로 보면 비교 구문의 조건이 더 또렷해진다.
(2) ㄱ. 수미의 키가 경미와 같다.
ㄴ. 수미가 경미만큼 크다.

(2ㄱ)는 수미의 키참여자1와 경미의 키참여자2를 술어 ‘같다’로 개념화가 결정되는 반면에, (2ㄴ)은

술어 ‘크다’와 더불어 {만큼}이 참여자 간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가 된다.
2. 암시적 배경물로 나타난 정도성

문법적 비교 구문의 술어로 출현하는 정도성 표현의 순서매기기와 모호성은 암시적 배경물로
설명할 수 있다.
(3) ㄱ. 수미가 경미보다 크다.
ㄴ. 수미가 크다.

정도 형용사 ‘크다’는 암시적인 배경인 틀(frame)을 불러일으키고 ‘키’의 영역(domain)으로 인한
‘척도’ 배경(gound)을 가지고 온다. 화자는 ‘수미가 키가 크다’에서 수미 또래의 평균 키에 대한

기준(norm)을 가지고 판단한다. 반면에 (3ㄱ)은 ‘수미가 크다’를 함의하지 않으므로 기준을 설정
할 수 없다. 이는 {만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수미가 경미만큼 크다’에서 동일한 틀과
배경, 영역은 있지만 기준은 함의로 작동하지 않는다. 반면 ‘수미가 경미처럼 크다’는 수미와 경
미의 크다는 상태를 비교하므로 암시적 배경물로 기준점이 드러나게 된다. 여기에서 {보다}와
{만큼}은 참여자 간의 정도를 비교하는 반면, {처럼}은 상태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다. {만큼}과 {처럼}이 유사 문법으로 비교되곤 하지만 암시적 배경물이 다르다는 것에
서 둘의 차이를 명시할 수 있다.
3. 고정화 원소, 비교 표지

개념을 문장으로 실현할 때 비교 표지가 상황을 고정시키는 원소로 작용한다.14) 한정의 기능
을 갖고 있는 기능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4) ㄱ. 지리산이 높다.
ㄴ. 지리산이 한라산만큼 높다.

13) 문장 내에 참여하는 사물들은 개념적 실재물로서 존재하며 둘의 관계는 동사나 형용사로 실현된다. 개념적 실재물
은 참여자(participant)로서 술어와 관계를 맺는다.
14) 고정화(gounding)는 화자가 인지하는 개념적 실재물들이 관계를 이루고 있는 특정한 상황을 청자와 공유하는 발화
상황 속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Radden, G., & Dirven, R. (2007: 48)는 ‘“anchoring” of a situation and its
participants in the speech situation shared by speaker and hearer.’라고 표현하였다. 고정화 원소들은 문장 안에서 명사
와 명사, 명사와 동사들이 연결될 때 사용되는 문법 형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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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성 표현을 가진 문장의 진리치는 모호성(vagueness)15) 때문에 어떤 기준을 참조해야만 판
단할 수 있으므로 (4ㄱ)은 비교 기준이 없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지 못한다. (4ㄱ)은 지리
산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가늠할 수 없지만 (4ㄴ)은 {만큼}과 같은 비교 표지가 척도 위의
위치를 지정해 줌으로써 비교 대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상대적 의미를 지닌 ‘높다’를 절대적
의미로 바꿔 주는 것은 {만큼}의 역할임이 자명하다.
4. 집합 양화와 시각틀
{만큼}과 {보다}는 비교 대상과 비교 기준의 ‘정도’를 고정화하므로 집합 양화나 척도 양화로

도식화하는 것이 적합하다. 반면에 {처럼}은 비교 기준이 틀로 환기되며 그중 하나가 전경으로
서 비교 대상과 새로운 시각틀을 이룬다.
(5) ㄱ. 한라산이 지리산만큼 높다.
ㄴ. 한라산이 지리산보다 높다.
ㄷ. 한라산이 지리산처럼 높다.

한라산과 지리산의 높이 정도를 척도 양화로 나타낼 경우, 높이의 비등함은 {만큼}으로 고정
하는 반면 {처럼}은 화자의 백과사전적 지식을 배경틀로 하고 비교 기준을 전경으로 내세워 비
교 대상과 시각틀을 이룬다. 그러므로 {처럼}은 “한라산이 지리산처럼 아름답다”, “한라산은 지
리산처럼 한국의 명산이다”와 같이 정도뿐만 아니라 상태나 존재에 대한 진술도 가능하다. 이는
배경틀과 전경틀을 생성하는 고정화 원소로 작동하는 특성은 {처럼}이 문장부사어로 출현하는
경우가 많음을 설명해 준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유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후치사 {만큼}과 {처럼}을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살
펴, 개념 화자의 상황 인식에 의한 보문화, 암시적 배경물로 나타난 정도성, 고정화 원소, 시각틀
로 인한 양화로 재정리하였다. 이로 인해 비교 구문 문면에 실현된 형식적‧의미적 차이가 개념
화자의 인지 과정의 차이에서 기인함을 밝혀 문법 설명의 가능성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15) 언어 기호 자체만 보아서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것으로(임지룡 1992: 238), 문장(명제)의 진리치는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판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백두산이 높다’는 발화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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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음운 규칙의 제시 순서에 관한 연구

유민애
(서울대학교)
Yu, Min-ae(Seoul National University). An analysis on order of phonological rules of Korean
for foreign learn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phonological rules to be presented in teaching
pronunciation for foreign Korean learners and propose an effective teaching presentation order.
And than, Korean textbooks were used that 1) whether it contains various phonological rules
applied to Korean teaching and learning, and 2) whether the frequency of phonological rules
is related to the ranking of previous research results. Therefore, pronunciations of all lexical
items were transcribed that extracted only the first to fourth grade of the Korean textbooks
based on the <Standard Pronunciation>, and researcher calculated the type and appearance
frequency of the phonological rules.
As a result, 52.3% of the total was occupied by the liason, followed by fortis of obstruent①
(11.9%), obstruents neutralization in syllable final position(10.3%), nasalization of obstruent①
(6.6%) and aspiration(5.5%). In addition, palatalization was most frequently used in level 1,
while lateralization and nasalization of lateralization in level 2 were relatively high frequency.
In level 3, /n/-addition was occupied a relatively high frequency, and fortis④ was highly
used in level 4. In addition the use of phonological rules that occupy a high frequency in
level 3 is prominent, and it is found that pre-learning about phonological rules must be
performed in the level 3.

I. 서론
한국어는 각 음절을 정확하게 발음한다고 할지라도 연음 현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혹은 상황
맥락에 따른 적절한 억양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게다가
한국어는 형태주의 표기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음운 변화 현상이 표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한
국어는 표기와 발음이 불일치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은 발음뿐만 아니라 표기에도 어려움을 겪는
다. 따라서 기존의 분절음 중심의 발음 교육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음운 규칙에 대한 학습이 반
드시 필요하다.
또한 발음이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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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에서는 발음 교육의 중요성을 등한시 했을 뿐만 아니라 음운 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내용 연구가 드물다. 즉, 기존의 연구는 음운 규칙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할 뿐이며, 그 교
육 내용은 가감 없이 국어교육의 음운 지식을 그대로 한국어교육에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그러나 이해 차원의 음운 교육을 추구하는 국어교육과 달리 한국어교육은 의사소통 상황에
서 효과적인 의사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현 차원에서 필수적인 발음 교육 내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적 관점에서 선정된 교육 내용은 제한된 시간 내에 높은 효율성을 추구
할 수 있도록 배열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발음 교육에서
제시되어야 할 음운 규칙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교육적 제시 순서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각 수준별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음운 규칙이 적절한 유형과 출현 빈
도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수준별 교재는 학습자가 단계별로 선
조적 학습을 전제로 하며, 이 과정에서 단계에 맞는 적절한 어휘와 문법, 기능(말하기, 듣기, 읽
기, 쓰기)뿐만 음운 지식을 포함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수준별 교재는 적절한 문장으로 구성된
텍스트로써 그 출현 빈도에 따른 위계를 고려하여 합당한 음운 규칙의 유형을 포함하였는지 분
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어의 음운 체계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음운 규칙이 있다면, 이는 무
엇보다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부설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
어 교재를 대상으로, 1) 한국어 교수 학습에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음운 규칙을 포함하고 있는
지, 2) 음운 규칙의 발생 빈도는 선행 연구 결과의 순위와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에 대학 부설 기관의 주교재인 뺷서울대 한국어뺸의 1급에서 4급까지 ‘말하기(또는 읽고 말하
기)’ 부분만을 발췌하여 <표준발음법>을 기준으로 발음을 전사하였다. 전사된 원자료(row data)는
총 3,880 문장과 8,879개의 어절로 구성되었다.
2. 자료 분석 방법
1) 전사
<표준발음법>에 따라 형태소 내부에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였다. 이때 띄어쓰기 단위를 하

나의 어절로 간주하여 한글로 간략 전사하되, 실제 발화시 적용되는 음성적 음절 또한 고려하여
전사를 하였다. 음성 전사는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3명이 표준발음법에 의하여 우선
적으로 전사하였고, 표준발음 변환기(http://urimal.cs.pusan.ac.kr/urimal_new)를 통해 다시 한 번 확
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14개의 음운 규칙의 출현 빈도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1
차 전사된 분석 자료는 본 연구자가 전체 자료를 수정 및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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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운 규칙 선정1)

음운 규칙은 변화의 구조에 따라 ‘대치,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 음운 규칙의 유형
유형

구조

목록
평폐쇄음화
비음화

대치

A→B
(A가 B가 된다)

유음화
조음위치동화
구개음화
경음화
ㅎ탈락

탈락

A→∅
(A가 탈락한다)

첨가
축약

AB→C
(A와 B가 축약되어 C가 된다)

앞→[압]
밭→[받]
부엌→[부억]
국물→[궁물]
입력→[입녁]→[임녁]
설날→[설랄]
신라→[실라]
감기→[강기]
같이→[가치]
깎다→[깍따]
감다→[감:따]
만날 사람→[만날싸람]
갈등→[갈등], 봄비→[봄삐]
좋은→[조은]

ㄹ탈락

살-ㅂ니다→삽니다→[삼니다]

자음군단순화
ㅡ탈락

닭→[닥]
쓰+어→써
가+아→가
서+어→서
콧날→[콛날]→[콘날]
서울역→[서울녁]→[서울력]
기+어→[기여]
입학→[이팍]
보+아→봐

ㅏ/ㅓ탈락
∅→B
(B가 첨가된다)

용례

ㄷ첨가
ㄴ첨가
j첨가
격음화
ㅝ축약

그러나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거나(조음위치동화), 표준발음으로 허용하는 것(j첨가), 표기
와 발음의 변화가 없는 것(ㄹ탈락, ㅡ탈락, ㅏ/ㅓ탈락, ㅝ축약)은 제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음운 규칙의 목록은 ‘평폐쇄음화, 자음군단순화, 연음, 경음화, 격음화, 비음화, 유음화,
ㅎ탈락2), ㄴ첨가, 구개음화’ 등으로 한정하였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기타’로 분류하였
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연음(連音, liason)은 발음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표기의 변화
1) 배주채(2013)에서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첨가되는 등 원래의 발음과 달라지는 현상을
‘음운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상위의 개념으로 보고, 여기에서 파생된 ‘음운 변화, 음운 변동’을 하위 개념
으로 보았다. 이러한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은 ‘음운 변화’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음운 변동’이라고 하였
다. 또한 이들의 하위 개념으로 이진호(2014)에서는 음운 변동이든지 음운 변화이든지 같은 조건을 가진 대상들이
일관되게 적용받는 경우를 ‘음운 규칙’이라고 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공시적, 통시적인 음운 과정을 밝히는 것
이 아니라 음운 현상들을 규칙화하여 학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효율성을 고
려하여 ‘음운 규칙’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2) ㅎ탈락은 환경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즉, 말음이 ㅎ(, ᆭ, , ᆶ) 용언 뒤에 모음어미, 매개모음어미가 이어질 때 ‘ㅎ’가
탈락하는 경우와, 앞음절의 종성이 공명음(모음, 비음, 유음)이고 뒤음절의 초성이 ‘ㅎ’일 때 ‘ㅎ’가 탈락하는 경우
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초성 ‘ㅎ’이 탈락하는 경우는 표준발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ㅎ탈
락을 환경에 따라 구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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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음운 현상으로 볼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음운 규칙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경음
화와 비음화는 음운 환경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경음화(硬音化)는 현대 한국어에
서 가장 빈번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음운 규칙으로, 환경에 따라 음절 뒤의 초성이 평음이 경
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 환경의 조건을 크게 폐쇄음 뒤, 용언의 어간 말 비음 뒤, 관형사
형 어미 ‘-(으)ㄹ’ 뒤, 기타(사이시옷, 2음절 한자어 ‘ㄹ’ 뒤 등)로 구분하였다. 즉, 경음화①(폐쇄
음 두의 경음화), 경음화②(용언의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 경음화③(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의 경음화), 경음화④(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 2음절 한자어 ‘ㄹ’ 뒤의 경음화 등)로 나누었다.
또한,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을 만나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비음화①(폐쇄음의
비음화)은 폐쇄음인 음절 뒤에 초성인 비음이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앞음절의 종성인 폐쇄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비음화②(ㄹ비음화)는 종성이 폐쇄음이나 비음인 음절 뒤에 초성 ‘ㄹ’
이 연결될 수 없으므로, 이때 뒤음절의 초성 ‘ㄹ’이 ‘ㄴ’으로 바뀌는 것이다.
3) 자료 분석 방법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한 자료는 엑셀(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음운 규칙의 유형과 출현 빈
도를 산출하였다. 또한 음운 규칙은 교재 내의 다른 영역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SPSS 프로그램의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하여 음운 규칙에 있어 다른 영역과
의 관계 속에서 제시된 수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하였다.

III. 연구 분석 및 결과
1) 빈도에 따른 음운 규칙 목록 선정
< 표 2> 음운 규칙 빈도
연음
경음화①
평폐쇄음화
비음화①
격음화
ㅎ탈락
경음화③
ㄴ첨가
경음화④
구개음화
유음화
자음군단순화
비음화②
경음화②

1급

2급

3급

4급

합계

57.1%(161)
7.8%(22)
7.1%(20)
6.7%(19)
3.2%(9)
4.6%(13)
5.0%(14)
2.8%(8)
1.1%(3)
2.8%(8)
1.1%(3)
0.4%(1)
0.4%(1)
0%(0)

53.0%(230)
9.9%(43)
9.0%(39)
7.8%(34)
3.9%(17)
4.6%(20)
4.4%(19)
2.1%(9)
1.2%(5)
0.5%(2)
1.4%(6)
0.7%(3)
1.4%(6)
0.2%(1)

47.1%(289)
13.2%(81)
12.9%(79)
7.7%(47)
6.5%(40)
2.8%(17)
2.9%(18)
3.1%(19)
2.0%(12)
0.8%(5)
0.7%(4)
0.2%(1)
0.2%(1)
0%(0)

54.8%(315)
14.1%(81)
10.1%(58)
4.3%(25)
6.6%(38)
2.8%(16)
2.1%(12)
0.7%(4)
2.3%(13)
0.7%(4)
0.2%(1)
0.9%(5)
0.3%(2)
0.2%(1)

52.3%(995)
11.9%(227)
10.3%(196)
6.6%(125)
5.5%(104)
3.5%(66)
3.3%(63)
2.1%(40)
1.7%(33)
1.0%(19)
0.7%(14)
0.5%(10)
0.5%(10)
0.1%(2)

위와 같이 연음이 5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경음화①(11.9%), 평폐쇄음화(10.3%),
비음화①(6.6%), 격음화가 그 뒤를 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발음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한국어의
다양한 음운 규칙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선별해야 하며, 이에 신지영 외(201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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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교수 학습이 필요한 음운 규칙과 필요하지 않은 음운 규칙을 선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3> 음운 규칙의 내용 선정 기준
교수 학습이 필요한 규칙의 조건

교수 학습이 불필요한 조건

음운론적 정보만으로 표면형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규칙
형태론적 정보가 필요한 규칙이지만, 그 정보가 이미 배운
문법이면서 일정 환경에서 그 규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칙

음운 변화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고, 표기와 발음이 일치
하는 규칙
학습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형태론적 정보가 요구되는 규
칙
음운 규칙의 발생 조건을 예측할 수 없어 공시적 음운 규칙
으로 기술할 수 없는 현상

다시 말해서, 교수 학습이 필요한 규칙에는 음운론적 정보만으로 표면형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규칙으로, ‘연음, 평폐쇄음화, 자음군단순화, 경음화①, 비음화①, 비음화②, 격음화’을
들 수 있고, 형태론적 정보가 필요한 규칙이지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칙으로는 ‘경음화②, 경
음화③’를 들 수 있다. 반면에 ‘두음법칙’은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어 표기와 발음
사이에 괴리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제시할 필요가 없으며, 경음화④는 사잇소리 현상인지 하나의
한자 단어인지 등 외국인 학습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형태론적 정보가 요구되는 규칙이므로 규칙
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자가 단어별로 발음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또한 구
개음화는 공시적 음운 규칙으로 기술할 수 없지만 규칙 적용의 환경이 조사와 접사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규칙이 있어 발생 조건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법형태소의 개념을 외국
인 학습자가 구별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학습자가 단어별로 학습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
이다. 또한 ㄴ첨가의 경우 주로 합성어에서 일어나지만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없는 규칙에 부합한다.
2) 수준별 제시 순서
< 표 4> 수준별 음운 규칙 빈도
음운 규칙
연음
경음화①
평폐쇄음화
비음화①
격음화
ㅎ탈락
경음화③
ㄴ첨가
경음화④
구개음화
유음화
자음군단순화
비음화②
경음화②

빈도
995
227
196
125
104
66
63
40
33
19
14
10
10
2

1급
16%
10%
10%
15%
9%
20%
22%
20%
9%
42%
21%
10%
10%
0%

2급
23%
19%
20%
27%
16%
30%
30%
23%
15%
11%
43%
30%
6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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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29%
36%
40%
38%
38%
26%
29%
48%
36%
26%
29%
10%
10%
0%

4급
32%
36%
30%
20%
37%
24%
19%
10%
39%
21%
7%
50%
20%
50%

1급에서는 구개음화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1급에서는 ‘같이’의 특정 어휘가 가장 빈번하

게 사용되고, 단계가 높아질수록 ‘같이’의 사용 빈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2급에서는 유음화와
비음화②, 3급에서는 ㄴ첨가, 4급에서는 경음화④가 상대적으로 고빈도를 차지하였다. 게다가 3
급에서는 고빈도를 차지하는 음운 규칙의 사용이 두드러지며, 이는 연음을 비롯한 비음화①, 평
폐쇄음화, 비음화①, 격음화 등의 음운 규칙에 대한 선수 학습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발음 교육에서 제시되어야 할 음운 규칙을 살펴
보고, 효과적인 교육적 제시 순서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 결과, 연음이 52.3%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고, 경음화①(11.9%), 평폐쇄음화(10.3%), 비음화①(6.6%), 격음화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수준별로는 1급에서는 구개음화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2급에서는 유음화와 비음화②, 3
급에서는 ㄴ첨가, 4급에서는 경음화④가 상대적으로 고빈도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뿐
만 아니라 3급에서는 고빈도를 차지하는 음운 규칙의 사용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연음을 비롯한
비음화①, 평폐쇄음화, 비음화①, 격음화 등의 음운 규칙에 대한 선행 학습이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으로 본고는 음운 규칙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이는 한국어 교재 편찬 시에 음운 규칙 선정과 그 제시 순서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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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L과 KSL의 개념화 방안
-EFL과 ESL의 비교를 중심으로-

장동은
(상명대학교)
Chang, Dong-eun (Sangmyung University). Conceptualization of KFL and KSL-Focusing on
Comparing EFL and ESL.
Recently, as the place of South Korea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reases, the demand
of foreigners learning Korean with various purposes increases. These foreigners can b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that a learner who learns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and a
learner who learns Korean a s a second language. This study reveals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second language should
be differentiated. In addition, this study aims at proposing the revision of KSL education
plan after conceptualization, reviewing, and selecting learners. Because KSL and KFL borrow
the concept of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nd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t would be meaningful t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American ESL and
EFL in terms of relation setting. Therefore, we clarify the difference between EFL and ESL,
which is the basis for establishing the concept of KSL, and focus on the differentiation
between KSL and KFL. The category of KSL learner group, which includes midway
immigrant middle school student and high school students currently, should be extended to
all foreigners in South Korea. KSL should be approached from KFL differently, and efficient
education plans should be prepared for each diversified learner group as well.

최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들은 모국어 사용이 단절된 환경에 놓여 한국어를 한국에서 제 2언어로서
학습해야 하는 경우와 모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노출되나 특수한 상황에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서 학습하는 학습자들로 구분된다. 1990년대 이후 한국어로 이주의 목적으로 유입된 많은 외국
인들은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했으나 현시점에서의 제 2언어로서 한국어 교육은 그 교육대
상을 다문화 가정 자녀와 중도입국청소년 정도로 국한시켜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결혼이민자 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
어 교육과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차별성이 있어야 함을 밝히고 각각의 개념화 정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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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한 후 KSL 교육 방안 개정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최근 한국어 교육에 대두된 KSL에 대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나 논의의 흐름
을 보면 KSL의 정의 및 개념이 전개되기 이전에 특정 학습자 집단을 KSL로 명명하여 현장의
쟁점에 대한 제시용으로 KSL이 무비판적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홍종명(2015)에서는 한국
어 교육과정의 두 영역인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의 용어를 재설정할 것을 제안했고 김윤주
(2012)는 미국의 ESL 교육과정과 KSL 교육 과정을 비교하였다. 또한 구영산(2015)에서는 한국어

교육과정의 대상 학습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국어 교육 전문가와 한국어 교육 전
문가의 견해 차이를 밝히는 데 그쳤고 그 대상을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학생으로 제한했다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KSL 교육의 필요성과 KFL교육과의 차이를 밝혔고 KSL학
습자 대상 범주 설정은 정립을 했으나 학교 교육 내의 KSL교육에 대한 문제점만을 지적하고 대
상이 한정적이었다는 한계가 있다.
KSL과 KFL은 모두 ESL과 EFL을 차용한 개념이므로 관계 설정에 있어서 ESL과 EFL 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연구의 목적인 KSL의 개념을 설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바 본 연구는 미국의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과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의 차이점을 밝히고 KSL과 KFL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외국어란 모국어가 사용되는 사회에서 공용어로 쓰지 않는 외국의 언어를 뜻한다. 반면 제2언
어란 모국어 사용이 단절된 사회에서 습득하게 되는 언어로서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습득하지 못할 경우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언어를 의미한다. 한국은 지
난 20여 년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 중도 입국 자녀 등 한국 사회로 진입하는 이민자
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현상을 뒷받침하
는 언어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교육 정책이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미
국 사회의 다양하게 변화해 온 영어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과 제2언어로
서의 영어 교육의 대두 배경과 접근 원리 및 사회적 기능을 살펴보고 KFL과 KSL의 개념화에
시사 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Longman 영어 사전에 등재된 EFL의 정의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
서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영어는 이미 세계 공용어로 자리매김을
한지 오래 되었고 사용자의 수요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영어권 국가가 아닌 지역의 국가에
서도 영어의 필요성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EFL에 대한 개념은 ESL이라는 용어가 출현한 다
음에서야 인지되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한 연구의 역사는 길지 않다. EFL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
은 약 2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나 최근 100여 년간 영어의 위상은 매우 높아졌고 그에 따른
다양한 교수법과 교육과정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EFL 교육과정은 대부분 영어 교육이 실
시되는 국가의 교육 과정에 준해 수립되며 대부분 EFL의 교육과정은 지금까지 발전해 온 전통
적 외국어 교수법 이론에 입각해서 초중고 세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를 다시 두 단계로 세분
화하여 교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ESL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가 모국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는 사회를 떠나 영어를 공

용어로 사용하는 사회에서 생활하며 제2언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경우이다. 미국의 경우 1965
년 이민자유화로 다양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되었고 그로 인해 이미 다민족·다문화·다언어
국가였던 미국은 사회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고 영어 공용화 운동을 통해 언어 통합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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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의 ESL은 수십 년에 걸쳐 많은 발전을 해 왔다. 미국 내에서 ESL은
그 대상을 학생과 성인으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달리 개발하고 있다.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ESL 표준 모형은 1988년에 개발되었다.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 집단들의 특징이나 목적, 체류 기간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 또한 KSL과 KFL의 학습자 대상 범주 설정을 잘못하고 용어조차
잘못 사용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에서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는 비교적 오래
되었다. 1959년 당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 설립되면서 한국으로 유입된 주한 외교관, 기자,
선교사, 외국인 교수 등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를 시초로 대부분 민간단체나 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이 발전해 왔으며 1990년대 이후 대학 부설 기관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기
관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어 교육의 정부의 역할은 미비했으며 최근까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으로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최근 외국어로서의 한
국어 교육의 특징은 주로 대학 부설 기관이 주축이 되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목
적 한국어에서 시작하여 학문 목적, 직업 목적 등 그 목적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KSL의 교육 상황은 KFL과는 달리 한국어가 사회적으로 우세한 언어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에서 학습하는 환경이 조성된다. 1993년 외국인 산업 연수생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국 내에 정
주 또는 영주를 목적으로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단일 민족으로
유지되었던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만으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유입되는 외국
인을 교수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와 중도입국 자녀까
지 포함한다면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대상들은 그 수가 훨씬 늘어난다. 제2언어교육의 역사가
오래되어 많은 국가들이 그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는 영어권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ESL의 대상은 영어권 국가에서 거주하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로 폭넓게 아우르는 반면

현 시점에서의 KSL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다문화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바탕으로 개발된 초·중·
고 학생 대상 <2012한국어 교육과정>에 국한되어 그 용어가 쓰이고 있다. <2012한국어(KSL) 교
육과정>이 개발되었을 때 ESL의 교육 과정 중의 하나인 WIDA(World-Class Instructional Design
and Assessment)의 교육 내용을 도입, 활용하면서 일상 의사소통에 필요한 생활언어 (BICS)와 교

과 학습에 필요한 학문언어 (CALP)를 도입하여 공교육 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
서 주 교육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되었고 ESL의 WIDA 교
육과정을 도입하여 만든 공교육 내 한국어 교육과정이 ESL과 대당한 개념의 KSL이 되는 결과
를 초래하게 되었다.
미국의 EFL과 ESL은 대두 배경 및 기본 개념부터 교육 내용 구성까지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한국 사회 역시 많은 수의 이민자들이 이미 유입한 상태로 전환되고 있고 KSL이라는 새로운 접
근 원리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ESL의 개념을 도입했을 때 한국 내에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해야 하는 KSL 대상 집단의 범주 재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KSL영역은 KFL과 다른 방식으
로 접근해야 하며 향후 다원화된 학습자 집단 별 효율적인 교육 방안이 마련된다면 KSL 학습자
들은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한국어를 학습함으로써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인과 일상생활에서
소통하며 한국 사회에 빠르게 편입하여 향후 한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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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학습자 요구 조사 연구
-한국어 수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김미진
(상명대학교)
Kim, mijin (Sangmyung Unversity). A Study on the Needs of Foreign Student Learners:
Focusing on Korean language programs.
Recently,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has been increased steadily. In this
situation, universities face difficulties in managing foregin students and running curriculum,
and learners also experience various difficulties in academic performance. A decisive factor
on the academic performance of foreign students is their Korean fluency. Therefore, today’s
universities conduct various types of Korean language class programs.
The ‘Korean language class’ for foreign students at universities need differentiation from
those of existing language schools.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the ‘Korean language
class’ meets the needs of foreign students and have differentiation.
Under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foreign students
perceive and demand to Korean language classes. We conduct a survey on foreign students
entered the university. First, we investigate whether learners know the information about the
‘Korean language class’ program, not their major courses. Next, we categorize the students
into th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class and those who did not, and understand their needs.
This study will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to conduct efficient ‘Korean language class’
program by investigating the needs of learners for ‘Korean language class’ program, which is
opened for foreign students. In addi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foreign students as well as teachers who lan and conduct these education programs.

최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학은 유학생 유치 및 운영 및 관리 등의 제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유
학생들 역시 대학 적응 및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한국어 학습이 어느 정도 선행된 후에 한국 대학에 입학하나 막상 대학에 입학하면
전공 수업을 듣거나 과제수행 등 학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물론 한국어 능력
만이 유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서의 대학 생활 적응, 교수님 및 선배들과
의 관계 등 대학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도 크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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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는 가장 큰 문제는 도구 언어로서의 한국어 능력 부족이다. 이에 따라 국내의 각 대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전공 및 교양 수업 이외의 별도로 ‘한국어 수업’ 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수업은 대학 내의 유학생들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어 수업’으로 기존 어
학원의 수업과는 차별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한
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이러한 대학 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 조사를 통해서 실제 유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는 것에 목
적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유학생들 위한 한국어 수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학습자들의 참여도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유학생들이 보다 성공
적으로 유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유학생들이 한국어 수
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 수업에 반영한다면 수업에 대한 참여도와 만족
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들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김영랑
(2007)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 수학 목적의 발표 교육 방안 연구를 위해 학습자 요구

조사를 하였고, 김지혜(2017)에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대학 적응을 위해서 차별화된 교육 과정
과 학습자 중심의 교수 방법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연구하였다. 최은숙(2017)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문화적응 현황과 문화적응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 요구를 분석하여 유학생
의 요구를 반영한 한국문화교육프로그램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의들이 대학
생활에 대한 적응을 위한 연구들이고 정작 학습자들에게 필요로 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대학 내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우선 전공 수업이외의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 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지 조사한다. 그리고 이 수업에 참여해 본 학생과 그렇지 않
은 학생으로 구분하여 이 수업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고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기를 원하는지
조사한다. 또한 수업의 내용뿐만 아니라 수업 시수, 시간 등의 조사도 진행할 것이다. 마지막으
로 수업에 참여해 보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어떤 내용과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었을 때 수업에 대
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을지 고려하여 요구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보다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하여 개설된 ‘한국어 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 요구를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효과적인 ‘한국어 수업’ 프로그
램 개설 방안의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한국어 능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개선되길 바라며 이 수업을 진행하는 교
사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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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종화
(명지대)

한-아 번역에 나타나는 한국어 간섭현상 사례 연구

고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Ko, Eun-kyung. (2017). A case study on linguistic interference in translation from Korean
into Arabic.
The cross-linguistic influences or linguistic interference has long been a controversial issue in
language education. However, it has not been discussed well in Korean-Arabic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teaching as much as it has been in other languages. This study tries to
present a case study on how L1(Korean) affected Korean translator trainees in translation
from Korean(L1) into Arabic(L2), and analyze the errors that they made in translation and
categorize the types and reasons to which those errors belonged. This study handles the texts
that translator trainees translated in a Korean-Arabic translation training class in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in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Korea.
The result that this paper offers may give a pedagogical implication to translator trainers to
enhance their trainees’ translation competence in more practical and effective way.
Key words: Linguistic interference, translation from Korean into Arabic, L1 interference, error
analysis, trainees’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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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학습모형에 따른 중등교육 아랍어 교수·학습 방법
-언어·문화 융합수업을 중심으로-

김금년
(광주광덕고등학교)
Teaching-learning methods of secondary education for Arabic according to Projet Based
Learning: focused on united classes with language and culture

본 연구는 2015년 9월에 개정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
의·융합 인재 양성’과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의 구현‘ 이라는 비전하에 인문,
사회, 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생중심의 교
육과정을 운영하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하도록 교실 수업 및 평가 체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교육과정 개정(교육부, 2015a, p. 2)되었다. 이를 토대로 중등교육 아랍어 학습
자를 위한 언어·문화 융합수업을 프로젝트학습모형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프로젝트학습법(Projet Based Learning)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육적 효과를 이
끌어 낼 수 있는 교수·학습법으로 가치가 있다.
언어·문화 융합수업은 학습자의 흥미를 고취시키고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해낼 수 있다. 이는 교사의 역량에 따라 학습자의 학업성취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교수·학습 지도방안의 개발을 다룬 연구의 필요성이 주목된다. 교육방식에 있어서
교사 위주의 피동적인 학습이 아닌, 학습자 위주의 능동적인 학습을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학습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등교육 아랍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아랍어 언어·문화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외국어 교
육에 있어서 프로젝트학습모형의 특징을 고찰 할 것이다. 둘째, 언어·문화 융합수업을 위한 교
수·학습 방법을 제안 할 것이다. 셋째, 실제 프로젝트학습모형 수업시연을 통해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볼 것이다.
프로젝트 학습모형을 통한 언어·문화 융합수업 교수·학습 방법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쩨, 아랍어 교사는 아랍어 언어·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프로젝트학습모형을 고려하여 수업연구가 지속 되고 중등교육 아랍어 학습자를 위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어야한다. 둘째, 프로젝트학습모형은 학습자들의 흥미유발과 동기를 제공할 뿐만 아
니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실제 언어사용에서 끝날 상황을 문화와 융합시켜 창의
성과 인성, 인지력을 키워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한다. 이는 학습자들에게 비판적, 은유적 사고력
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학습자 주도 협동학습, 역할놀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
감을 가지고 소집단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학습자의 다양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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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활동과 표현 활동 능력을 배양하고 만족도와 성취도를 높여준다.
학습자가 프로젝트학습모형 수업을 통해 스스로 학습 활동을 참여하고 자율적 문화학습을 지
속할 수 있는 소양을 키우며, 목표 문화에 대한 가치관과 해석력을 지닌 글로벌 인재가 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연구는 프로젝트를 통한 언어·문화융합학습의 가능성을 연다는 점
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 결과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 및 특징을 살려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학교현장에서의 교수·학습 및 평가 활동을 돕는데 기여 할 수
있기는 바란다.

소속(언어) : 광주광덕고등학교 (아랍어)
이메일주소 : tksur@hanmail.net
연구분야: 중등교육 아랍어 학습자를 위한 아랍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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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 1학년 학생들의 아랍어 학습결과물 평가에 관한 통합적 접근*
-“말하기”와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서정민
(조선대학교)
An Integrated Approach to Assessing Learning Outcomes of U.S.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First-Year
Arabic Courses
1)

외국어 교육에서 “학습결과물(Learning Outcomes)”이란 단순히 한 학기나 한 학년 동안
다루었던 교재의 내용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실질적인 학습의 결과물, 즉 학습자들이 해당
언어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기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결과물의 역할은
외국어 학습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커리큘럼의 장·단점을
평가하여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주제와 관련된 발표에서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에 개설된 1 학년 아랍어 과목을
수강했던 학생들의 아랍어 학습결과물들에 관해 논의하게 되는데, 이 학습결과물들은 주로
기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에 의거해 분석하였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의 아랍어
프로그램 내에 개설된 언어 강좌들(language classes)1)의 경우 한 강좌 내에서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문화의 다섯가지 언어 영역을 통합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아랍어 학습의 첫 날부터
문어체 표준어와 구어체 방언의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커리큘럼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각
학년별로 매주 5 시간 집중적으로 아랍어를 교육하고 있으며, 동일 학년의 교·강사들은 통일된
교재를 사용한다. 따라서, 주간 스케쥴 및 강의계획안도 서로 공유하게 되는데, 이는 각 학년
학생들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 어떠한 반에 들어가더라도 동일한 진도와 통일된 강의 방식에
의해 -물론, 교·강사의 자율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선에서- 아랍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동일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랍어를 가르치는 교·강사들은 주간
조정회의(weekly coordination meeting)를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게 되는데, 이 회의에서는 주간

* 본 발표의 초록은 2017한국아랍어·아랍문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미국 대학 2학년 학생들의 아랍어 학
습결과물 평가 및 분석 -다섯 가지 언어기술의 통합적 학습 및 구어와 문어의 동시 학습을 목표로 한 커리큘럼 모
델을 중심으로-”의 발표초록에 근거하여 비슷한 내용과 포맷으로 작성되었다. 미국 대학 1, 2학년 학생들의 아랍어
학습결과물들은 상호 연장선상에서 거의 동일한 연구방법으로 연구되었으며, 동일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구되었다.
1)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아랍어 프로그램은 언어 강좌들(language courses)과 비언어 강좌들(content-based courses)을 개
설하고 있는데, 언어 강좌들의 경우, 보통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개설되며, 수업 시간 내에서는 주로 아랍어로 강의
가 이루어진다. 반면, 비언어 강좌들에서는 중동 혹은 아랍 정치, 역사, 경제, 사회문화, 미디어, 지리 등 특정 분야
의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이는 보통 3학년과 4학년 과정에 개설이 되며, 영어 혹은 아랍어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본 발표는 언어 강좌들 중 1학년 과정의 아랍어 강좌만을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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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과 강의 계획안 뿐만아니라 다양한 교수법 관련 문제 및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문제 등에
대해서도 다루게 된다.
본 발표에서는 1 학년 학생들의 학습결과물들에서 언어기술의 다섯 가지 영역 중 “말하기”와
“쓰기”의 두 가지 영역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는 “말하기”와 “쓰기” 영역이 학생들의

능동적인 언어 표현 능력(productive language skills)을 가장 잘 보여주며, 아랍어의 문어와 구어
이해 능력을 가장 외연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말하기”와 “쓰기”
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사용한 “어휘”와 “문법”을 분석하여, 이와 관련된 학습결과물들도
함께 다룰 예정이며, “말하기”와 “쓰기”에서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학생들의 “문화” 이해도와
관련된 학습결과물들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각각의 언어 영역을
따로 분리해서 평가하기보다는 “말하기,” “쓰기,” “어휘,” “문법,” “문화” 관련 언어능력들을 서로
연관지어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1 학년 학생들의 학습결과물 평가를 위해 다음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2007 년 가을 학기부터 2014 년 여름 학기까지 아랍어 프로그램에서 학습했던
1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즉, 1 학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희극(skits),

구두

인터뷰(oral

interviews),

작문

및

에세이(written

compositions)2),

퀴즈와

기말시험(test performance), 과제물(homework assignments)과 같은 활동들을 통해 얻어진 학생들의
실질적인 언어 산출물(language production)을 검토하였다. 학습결과물들은 1 학년 1 학기와 1 학년
2 학기로 나누어 발표할 예정이며, “말하기”와 “쓰기”와 같은 언어 기술과 더불어 “어휘,” “문법,”
“문화” 관련 이해도에 관한 내용도 발표에서 다룰 예정이다. 각 언어 영역은 독립적으로

기술하겠지만, 각 영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학습결과물들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를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기술하겠다.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어체 표준어와 구어체 방언의 동시 교육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되는 1 학년 과정은 아랍어 교육에서 큰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
시기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실질적인 학습결과물들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평가) 기준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둘째, 이미 현존하는 아랍어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들을 평가하기 위해 하나의 기술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표에서는 학생들의 언어산출물들과 연관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또한 요약하는
방법들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 목표는 한국 내 아랍어 프로그램들에 재학 중인 아랍어
학습자들의 학습결과물 연구를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 이 프로그램들의 커리큘럼 개선에
일조하는 것이다. 이렇듯 학습결과물들을 기반으로 한 학습목표 모델을 제시하는 시도가 이러한
모델의 장점들을 아랍어 교육 분야에서 좀 더 깊이 논의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미 이러한 학습 모델을 이미 사용해 왔을지도 모르는 타 외국어 프로그램들에 발
2) Written compositions의 경우, 1학년 2학기에만 시행되었으며, 특정 주제가 주어지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어휘와 문장구조들을 이용하여 아랍어로 에세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학년 1학기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문단
형태의 작문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문화 활동을 통해 느낀 바를 모국어로 감상문(culture portfolios)을 작성
하여 제출하였다. 에세이의 경우에는 “쓰기” 영역에서, 그리고 문화 관련 감상문의 경우에는 “문화” 영역 학습결과
물들에서 중점을 두어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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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 아랍어 교육이 이들과 나란히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향후 아랍어 학습결과물 관련 연구들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생들의 언어산출물
이외에도 교·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인터뷰, 교사들의 관찰(teacher observation), 학생들의
자기 평가(self-assessment) 등과 같이 좀 더 다각화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언어산출물과 학생들의 자기평가 결과들을 상호 비교하여 학생들 자신들이 인지,
평가하고 있는 본인들의 언어능력과 본인들의 실제 학습결과물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강사들이 예상하고 평가하는 학생들의 능력과 실제
학생들의 학습결과물들 사이에도 어떠한 불일치가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강사들은 본인들의 강의계획안과 교수법을 재검토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고, 더 나아가
프로그램 전체의 커리큘럼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향후 본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된 학습결과물들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지 결정하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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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구어체아랍어 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

윤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 분류 상 셈어족에 속하는 아랍어는 아라비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22개 아
랍국가에서 3억 이상의 인구가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이다. 또한 이슬람의 성서인 코란의 언어
로 전 세계적으로 12억 이상의 무슬림들이 예배 시에 사용하는 종교 어이다. 이처럼 아랍어는
그 사용 인구가 많고 넓은 면적에 분포 되어 있는 언어가 그렇듯이 지역별, 사회 계층 별로 사
용 되는 다양한 구어체 방언이 존재한다. 물론 현대표준아랍어로 대표되는 문어체아랍어
(al-Lughah al-Fușḥā)가 아랍세계의 공용어이긴 하지만 이 변종은 마치 외국어처럼 학교에 입학한

후에 인위적으로 교육되는 언어이고, 실생활에서 아랍인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구어체아랍어
방언(al-Lahajāt al-ʕāmmiyyah)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아랍어는 현재 많은 국가에서 대학 과정과 중등 과정에서 제2외국어로서 교육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아랍어 교육은 1965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국내 최초로 아랍어과가 개설되며 시작되었
고 현재는 5개 대학에 아랍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아랍어 및 중동 학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1). 국내 대학에서 아랍어 교육이 시작 된지 52년이 지났고 그동안 국내 아랍어 교육환경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외국어로서의 아랍어를 교육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민하여야
할 문제는 ‘문어체아랍어’와 ‘구어체아랍어’ 중 어느 변종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
다.
최근 외국어 교육 환경은 상황 중심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목표 언어를 교육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1989년 아랍어 숙달 지침 개정안2)이 마련된 이래 ‘양층언어현상’3)을
고려한 효율적 아랍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아랍어 숙달 지침에 따르면 고도의 숙달
능력을 가진 아랍어 학습자들은 담화 상황에 따라 현대표준아랍어와 구어체 방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적절하게 이 두 변종을 혼용하여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ACTFL
1989, 374). 이러한 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 국내 아랍어 교육여건은 효율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의 아랍어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학습자의 기대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교육
과정은 문어체아랍어의 네 가지 언어 기능, 즉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1) 국내 아랍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지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조선대학교, 단국대학
교이다. 각 대학별 정원 및 교육 현황은 김종도 2011, 1~24 참조.
2) 아랍어숙달 지침은 미국의 ‘언어 숙달 운동(The Proficiency Movement)’의 영향으로 마련되었다. 언어 숙달 운동은
외국어 교육 활성 화 및 언어 숙달 도를 측정하기 위한 국가 공인 기준 개발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어 교사들은 외국어 교육의 목표를 재정립하고 외국어 교육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
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 외국어 교육 위원회(ACTFL)의 임시 숙달 지침(Provisional Proficiency
Guidelines) 수립으로 결실을 맺었다(Higgs 1985, 219-26). 이 숙달 지침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문화에 대한
언어 숙달 수준을 등급 화하여 기술한 것이다.
3) 아랍어 양층언어현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erguson 1959, 326~ 330,오명근 1996, 3~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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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구어체아랍어 교육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윤은경 2014, 3). 현재의 교
육 환경에서 문어체아랍어의 문법·번역 식 교육에만 익숙해 진 학생들은 원어민과의 대화 상황
에서 실제 언어 사용에 필요한 사회언어학적 능력, 또는 원어민이 사용하는 구어체아랍어를 듣
고 이해하는 의사소통능력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문어체아랍어와
구어체아랍어가 함께 사용되며 사회언어학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아랍어 ‘양층언어현상’은 외
국어로서의 아랍어 교육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사안임을 여러 학자들이 지적
한 바 있다(Mansoor 1959, Cadora 1965, Ferguson 1971, M. Zughoul 1980, Badawi 1985, Alrabaa
1986, 오명근 2013).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 소고에서는 국내 대학 아랍 관련 학과의 구어체아랍어 교육 현
황과 효율적인 구어체아랍어 교수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목표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2장에서는 의사소통중심 교수법과 아랍어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는 국내대학 아랍 관련 학과의 구어체아랍어 교육 현황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4장은

결론으로서 연구 내용에 대해 요약하고 보다 효율적인 아랍어 교육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
고자 한다.
최근 외국어 교육 분야의 교수법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은
1972년 하임즈(Hymes)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 하임즈에 의하면 의사소통 능력이란 학습

자가 언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외국의 문화 및 의사소통의 사회 문화적 맥락 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Hymes 1972, 32). 즉 화자가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뿐 아니라 한 언어권 내에서 능숙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사회
언어학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처럼 언어교육에서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학습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면서 기존의 문법· 번역 식 교수법이나 청화 식 교수법과는 다른 실제적 언어의 사용으로
서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은 네 가지 하위
범주 즉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담화적 능력(discourse competence), 사회 언어적 능
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교육과
학기술부 2007, 8). 외국어 교육의 핵심은 네 가지 언어 기능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기능
을 효과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언어 기
능을 사용하여 의사소통 하는데 실현되는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의사소통의 네 가지 하위 범주 중 언어의 음운적, 통사적, 의미적 체계에 대한 지식을 바
탕으로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그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사회 언어적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아랍어의 경우 양층언어현상이라는 독특한 사회언어학적 특징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문어체아랍어 뿐 아니라 구어체아랍어의 균형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 구어체아랍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아랍어과와 부산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의 경우 4학년 1학기와
2학기에 한 과목씩이 개설되어 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아랍어과는 2학년 2학기에 한 과목, 3학

년 1학기에 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구어체아랍어 과목의 학습 내용은 문어체아랍어와 구어체
아랍어의 이론적 비교, 이집트 구어체아랍어, 교양구어체아랍어, 요르단 구어체아랍어에 대한 단
편적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보다 다양하고 실용적인 구어체아랍어 수업의 증설과 교재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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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아랍어와 구어체아랍어는 두 가지 중 어느 한 쪽도 등한시 할 수 없는 중요한 언어
변종이기 때문에 대학 교육 과정에서는 문어체아랍어 뿐만 아니라 구어체아랍어를 함께
통합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국내 대학 아랍어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1, 2학년 단계에서는
문어체아랍어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동시에 구어체아랍어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과
차이점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4학년 단계에서는 지역별 구어체아랍어에
대한 효율적 학습을 목표로 다양한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학습자들의 수준과 학습 목표에 부합하면서 실제로 효용성이 높은 지역 방언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학습하고자 하는 구어체아랍어를 효과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교재와
교수법, 멀티미디어 자료 등의 부교재 개발도 중요하다.

Key Word: Arabic education, diglossia, literary Arabic, spoken Arabic, curriculum/아랍어 교육, 양

층언어현상, 문어체아랍어, 구어체아랍어, 교육과정

4) 참고로 연구자가 최근 한국외대 양 캠퍼스 아랍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어체아랍어 교육에 대한 인식 조
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94%가 구어체아랍어 수업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습하고자 하는 지역 방언 선
호도에서는 이집트 방언(51%), 걸프 지역 방언(21%), 레반트 지역 방언(19%)을 선택하였다. 구어체아랍어 교육의 시
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가 2학년 또는 3학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학습자들
이 현재 외국어 교육 환경 변화의 조류에 부응하여 실용적 목적에 입각한 효율적 의사소통 능력의 수단으로서 아
랍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강한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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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지중해의 문명 교류와 이슬람

윤용수
(부산외국어대학교)
The Civilization Exchange of Medieval Mediterranean and Islam

지중해 지역은 다양한 민족과 국가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상호교류를 통해 인류
문명을 함께 발전 시켜온 열린 공간이다. 지중해 문명의 역사 발전은 인류 문명의 시원(始原)으
로 간주되는 오리엔트 문명을 시작으로 그리스ㆍ헬레니즘문명→로마문명→비잔틴문명→이슬람
문명→르네상스와 투르크문명→근대 제국주의 시대로 계승ㆍ발전해 왔다. 이 역사 발전 단계는
각 단계가 분절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문명들이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후대 문명이 전(前) 시대의 문명을 수용ㆍ계승ㆍ발전시켜 나갔다는 연속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문명은 상태가 아니라 운동이며, 항구가 아니라 항해다”라는 역사학자 토인비(Arnold J.
Toynbee, 1885~1975)의 일언은 지중해 문명의 이러한 역동적인 속성을 반영한 것이다.

지중해의 개별 문명들은 예외 없이 이(異)문화에 빚을 지고 있다. 고전 그리스 문명은 고대 오
리엔트 문명의 성취를 수용함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로마 문명은 고전 그리스 문명을 근간으로
동서양 문명을 혼합한 국제 문명인 헬레니즘 문명을 근간으로 했다. 중세 시대 아랍ㆍ무슬림들
이 이끈 이슬람 문명 역시 로마와 비잔틴 제국의 문화적ㆍ학문적 성취를 자양분으로 삼아 발전
한 것이다. 르네상스의 부활은 이슬람 문명의 학문적 성취와 문화적 유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 아시아, 유럽과 아프리카가 공존하고 있는 지중해 지역은 이 지역
에서 명멸해간 수 많은 제국과 문명들의 흔적과 발자취가 퇴적되어 있는 복합문명공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중해의 문명 교류와 발전 과정은 상호 교차적이며 복합적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하겠다. 지중해 지역은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권이 서로 시소게
임을 하며 지중해 문명을 발전시켜 온 것이며, 개별 문명의 지층에는 원래의 토착 문화와 함께
다양한 이문화적 요소들이 퇴적되어 각 문명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 하겠다. 지중해의 기존
문명은 후발 문명에게 지중해 문명의 주도권을 넘겨주면서, 자신이 이룩한 문화적 성취와 업적
을 후발 문명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었고, 이를 인수한 후발 문명 역시 같은 과정을 반복했다.
본 연구에서는 지중해의 중세시대를 중심으로 교류와 확산의 관점에서 이슬람 문명과 유럽 문
명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중세 시대 지중해 지역의 주류 문명이었던 이슬람 문명
이 발달한 배경과 유럽 문명에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인류 문명에 대한 아랍ㆍ이슬람 문명
의 공헌을 파악하고자 한다.
로마 제국의 몰락과 함께 시작된 지중해 지역의 중세 시대는 지배 계층의 변화와 함께 문명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고대 시대에 유럽과 로마 중심의 기독교 문명이 주도하던 지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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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은 중세에 들어 아라비아반도를 중심으로 아랍인이 일구어 낸 이슬람 문명으로 빠르게 대체
되어 갔다. 수용성과 확장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이슬람문명은 피지배 국민들에게 일방통행 식으
로 강요된 기독교 로마 문명에 비해 관용적인 통치 체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확장
되었고, 중세 지중해의 새로운 대안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아랍ㆍ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이슬람 문명을 피지배 민족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층문
화를 흡수하여 자신들의 이슬람문명을 더욱 살찌워 나가는 지혜를 보였다. 이는 자생적이며 항
구적인 이슬람 문명 발전의 동력이 되었고,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지중해 전 지역은
물론 중앙아시아와 중국, 동남아시아에 까지 확장된 이슬람 문명은 각 지역별 모습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러한 다양성은 각 지역에서 이슬람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이슬람 문명의 모태는 아랍인과 아랍 문명이지만, 이슬람 제국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다
양한 외부 문화와 인종이 이슬람 문명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슬람 문명의 성격은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인류 공통의 문명이라 할 수 있다.
서양학자들은 이슬람 문명의 이러한 다양한 특징 때문에 이슬람 문명을 기존의 동양과 서양문
명의 복사 또는 변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서구중심주의에서 비롯된 아집이다.
오히려 알라(Allah) 앞에서 인간의 평등을 주요 사상으로 삼는 이슬람교는 로마 제국의 탄압과
수탈에 시달리던 지중해의 피지배국가와 계층에게 희망이 되었고, 이슬람을 기독교와 구분 짓는
특징이 되었음은 물론 이슬람이 확산되고 유지되는 사상적 동력이 되었다.
외래 학문과 과학의 수용에 서슴지 않았던 아랍ㆍ무슬림들의 새로운 학문에 대한 지적 호기심
과 칼리파들의 학문에 대한 후원은 이슬람 문명이 지배하던 중세 지중해 지역에 학문과 과학을
포함한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이베리아 반도의 안달루시아 왕조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달된 이슬람의 학문과 과학은 서유럽
문화의 등불이 되었고, 시칠리아를 통해 전달된 이슬람 문명은 르네상스의 토대가 되었다. 전 유
럽의 크고 작은 왕국들이 참전한 십자군전쟁의 병사들을 통해 이슬람 문명의 성과는 전 유럽에
확산되었다. 십자군전사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에 이슬람 문명을 확산ㆍ보급하는 전도사의 역
할을 수행한 것이다.
인류의 문명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한 순간도 발전을 멈춘 적이 없다. 문명 발전을 이끈 주체
는 역사 단계마다 바뀔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라 하겠다. 발전을 이끈 주체의 특성에 따
라 기존 문명을 수용 또는 배척할 수 있으나. 지중해 전체 역사를 통해 볼 때 새로운 지배 계층
의 문명적 업적과 성과는 구 지배 계층의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오랜 기간 사막의 야만인으로 살아 온 아랍ㆍ무슬림들이 중세 지중해 문명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은 역사의 순회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역사는 그 어떤 민족과 국가에게도
영원한 주연을 맡기지는 않았다. 중세 지중해의 주역으로 등장한 아랍ㆍ무슬림들은 자신들의 학
문적ㆍ문화적 배경이 한 시대를 주도하기에는 일천함을 직시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래 학문의 적극적 수용을 선택했다. 학문적으로 솔직했고, 소통과 교류를 통해 중세 지중해 문
명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렸다. 이들은 여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문명적 성과를 주변
과 공유 및 확산시킴으로써 중세 지중해 전체 문명의 발전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아랍ㆍ무슬림
의 공헌과 기여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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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특수외국어교육 1
(31602호)
Timeline

좌장: 김혜진 (한국외대)

11:40 – 12:10 현대그리스어의 과거형 학습자 오류분석 (김혜진 B, 한국외대)
13:30 – 13:55 이탈리아어의 신 표준어 연구 (조문환, 한국외대)
14:00 – 14:25

한국의 대학 교육에서 라틴어 교육의 현황과 위상 (손윤락,
동국대)

14:30 – 14:55 사례 연구 -충남외국어고등학교 베트남어 수업을 중심으로(이강우, 청운대 / 조윤희, 한국외대)

15:10 – 15:35

김요한
(전북대)
조성윤
(한국외대)
안재원
(서울대)

베트남어 수업에서 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한 수요 조사와 활용

Timeline

토론

안경환
(조선대)

좌장: 박정경 (한국외대)

토론

스와힐리어 명사구의 유형적 특징, 다른 아프리카 제어들과의

박정경

비교 (권명식, 한국외대)

(한국외대)
Spas Angelov

15:40 – 16:05 불가리아어 교육과 텍스트 마이닝 (김원회, 한국외대)

Rangelov
(한국외대)

16:10 – 16:35

한국인 러시아어 학습자의 발음 및 인지 오류 분석 (변군혁,
한국외대)

이새봄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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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리스어의 과거형 학습자 오류분석

김혜진
(한국외국어대학교)
Kim, Hyej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rror Analysis of Past Tenses of
Modern Greek as a foreign language
Tense and aspect are important parts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s they are concerned
with crucial nuances within the language. In the modern Greek language, distinction between
aoristos and paratatikos and proper use of them are problematic even to advanced level
learners. This is especially true for Korean learners since the Korean language has no
grammatical or morphological distinctions for the two past tenses. In this study, I gave two
groups of students a text with 12 blanks and asked them to fill them using the correct verb
form of aoristos and paratatikos. The results showed that students had difficulty using both
aoristos and paratatikos, however there were more errors when students used the paratatikos
form. Some students demonstrated a lack of understanding for when to use the paratatikos
while others simple used the aoristos tense for all the blanks. In some cases, the students
used a mixed form of both tenses. Aoristos has a perfective aspect while paratatikos has an
imperfective aspect, but because each aspect has a subjective character the choice can differ
based on the point of view of the speaker. This is not to say that an objectively correct
answer does not exist, instead we suggest that learners examine situations specifically and in
depth. There are some teaching suggestions for Korean learners that we have developed from
this research. First, specific explanations in Korean seem to be effective for adult learners
when trying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meaning of the two tenses. Second, focusing on
which adverb is attached to which tense must be emphasized. Along with explicit instructions
direct translation exercises can be an effective tool for understanding the subtle difference in
nuance between the two forms. Following such instruction, the original experiment can be
conducted again to test its efficacy.

I. 서론
시제는 문법 범주에서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이나 상황의 시간 정보를 나타낸다. 과거, 현
재, 미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지금, 즉 발화시점을 축으로 과거와 미래가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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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달라진다. 따라서 시제는 직시범주(deictic category)에 속한다. 시제와 달리 ‘상(aspect)’은
발화시와의 관계보다는 사건이나 상황의 내부적 시간 구성(internal temporal constituency)을 나타
내는 범주이다. 문법상은 화자의 주관적인 시각에 따른다. 즉, 화자가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체상(perfective)이나 부분상(imperfective)으로 구분된다. 전체상은 화자가 어떤 상태나 행
위를 시간의 축 위에서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것이고, 부분상은 화자가 상태나
행위를 단계별 또는 부분적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따라서 문법상은 사건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각에 따라 주관적으로 사용된다.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언제 어떤 시
제형태를 사용해야 하는지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대 그리스어에서는 시제와 상이 동사형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시제의 개념이외에도 상의 개념이 시상체계 학습에서 매우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한다.
현대 그리스어에서 과거 시상체계는 그 동안 한국인 학습자들이 큰 어려움을 호소했던 부분이
자 일반적으로 그리스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고급수준에 도달하여도 어려움을 보이는
부분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외국인 학습자가 시상체계의 구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
냐는 그리스어 유창성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고급 과정에 있는 학습자조차도 완벽하게 사
용하지 못한다는 연구가 있었던 만큼 모국어 화자에게는 쉽지만 외국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감을
기르는데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특히 과거시제에서 대표적인 단순과거(Aoristos)와 과
거진행(Paratatikos)는 학습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
제 현대 그리스어를 배우고 있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의 단순과거와 과거진행형태 사용에
대한 오류분석을 기반으로 이에 상응하는 교육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그리스어의 시상체계와 과거시상 표현
과거형 어간과 현재형 어간은 그리스어의 시상체계 전반에 걸쳐 형태적으로 문법시제를 구분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과거시제에 속하는 단순과거(Aoristos) 와 과거진행(Paratatikos)의 형태
적인 차이는 어떤 어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스어의 전체 문법
시제를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표 1> 그리스어의 문법시제
과거
과거진행(Paratatikos, Imperfect)
egraf-a
단순과거 (Aoristos, Aorist)
egraps-a
현재완료(Parakimenos,Perfect)
eho graps-i
과거완료(Ypersynterlikos, Pluperfect)
iha graps-i

비과거
현재(Enestotas,Present)
graf-o
단순미래(Synoptikos Mellontas,Future Simple)
tha graps-o
미래진행(Eksakolouthitikos Mellontas, Future continuous)
tha graf-o
미래완료(Syntelesmenos Mellontas, Future perfect)
tha eho graps-i

보조동사를 필요로 하는 우언적 시제인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를 제외하고 살펴보면 현
재형 어미인 ‘-graf-’와 과거형 어미인 ‘-graps-’의 대비를 통해 단순과거와 과거진행, 단순 미래와

- 488 -

미래진행형이 구분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적인 구분과 그 의미를 이해하면 현대 그리스어
의 시상체계 습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단순과거와 과거진행의 의미차이

앞서 살펴보았듯이 단순과거와 과거진행은 그 어간의 형태가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에 따라
구분된다. 다음 예문을 통해 그 의미의 차이를 알아보자.
έγραψα/egrapsa (Aoristos) >과거형 어간(αοριστικό θέμα) -graps(나는) ~를 썼다. (순간적, 일회성)
έγραφα/egrafa (Paratatikos) >현재형 어간(ενεστωτικό θέμα) -graf(나는) ~를 썼다. (종료여부 모르는 경우)
(나는) ~를 쓰고 있었다/쓰곤 했다. (과거 일정기간 내 지속, 반복)

예문에서처럼 과거형 어간은 주로 일회성을 특징으로 하며 단순과거와 단순미래시제에 사용된
다. 이와 달리 현재형 어간은 현재형과 더불어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속성을 나타내는 과거진행
과 미래진행에 사용된다. 다음 문장들을 통해 각 시제형태가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
보자.
Htes diavasa to vivlio sou.

나는 어제 너의 책을 읽었다. (종료의 의미 내포)

(단순과거,Aoristos)
Htes diavaza to vivlio sou.

>나는 어제 너의 책을 (다) 읽었다.

나는 어제 너의 책을 읽었다. (종료여부 불확실)

(과거진행,Paratatikos)

위의 두 문장은 한국어로 나타냈을 때 그 의미의 구분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단
순과거형 문장의 경우 종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다’ 라는 부사를 사용하여 의
미를 드러낼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문맥에서 주어지는 정보와 부사구 등을 통해 반드시 동사
에 변화형을 쓰지 않아도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명확히 나누어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현대 그리스어의 단순과거는 전체상을, 과거진행형은 부분상을 나타낸다. 문법상의 경우 화자
의 주관적인 시각에 따라 두 가지 상 모두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드시 어느 경우에
한 가지 과거시제형태가 사용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학습자가 조금 더 쉽게 이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 할 수는 있는데, 다음 네 가지
의 경우이다.
1)전체상에서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가 확실히 종료 되었다면 단순과거, 알 수 없다면 과거진행

을 사용한다.
2)필수는 아니지만 행위의 지속성 유무에 따라서도 단순과거와 과거진행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3)반드시 단순과거를 사용해야하는 유일한 경우는 부사구 “~번(x φορές)”이 나올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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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많은 경우 단순과거와 과거진행의 사용은 동사의 의미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III. 학습자 오류분석
두 그룹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룹 A는 그리스어 문법 수업을 듣는 2학
년 1학기 학생들이고 그룹 B는 플랙스 그리스어 반의 4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각 그룹에서
그리스에서 어학연수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실력의 차이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따로 표기를
하였다. 학생들에게 과거형을 사용하여야 하는 빈칸이 있는 본문을 주고 알맞은 형태를 쓰도록
하였다. 각 빈칸에 사용되는 동사는 1인칭 단수 형태로 제시되었다. 본문에 나오는 12개의 빈 칸
중 단순과거형은 8개 과거진행형은 4개가 사용 되었다. 정답과 오답의 구분에서 철자는 맞고 강
세의 위치가 틀린 경우와 철자 실수의 경우는 시제의 형태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답으로
처리했다. 단순과거와 과거진행 중 후자의 경우 정답률이 눈에 띄게 낮았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중급이상의 수준에 도달해서도 두 과거시제의 구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과거
진행의 경우 개인차는 있었지만 그리스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온 학생들의 정답률이 높았다.
학습자들의 오류에 나타난 전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과거진행을 사용해야 하는 곳에 단순과거를 사용
2)단순과거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 과거진행을 사용
3)시제 형태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철자오류
4)시제 형태선택은 옳은 것으로 판단되나 주어의 수와 격을 파악 오류
5)시제 형태선택은 옳은 것으로 판단되나 철자나 강세에 오류

시상형태의 오류라고만 볼 수 없는 4)와 5)를 제외하고 1), 2), 3)을 통해 학습자들 대부분이
과거진행형의 사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와 5)는 맞는 시제형태를 선택했
지만 그 밖에 다른 언어능력에서 문제점이 발견 된 경우로 추후 이 부분은 따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과거진행 형태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 전부 단순과거형을 사용하는 것과 또 그 반대의
경우는 것은 과거의 사건인 것은 파악했지만 두 시제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과거진행
시제의 형태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로 보인다. 학생들 중 모든 과거 사건에 대해서 단순
과거를 사용하여 과거진행 형태의 사용 자체를 피하거나 빈칸으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었다. 또
한 기본적으로 동사의 과거 형태변화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3)과 같이 여러 형태를 섞어서
사용한 응답도 보이는 만큼, 형태변화에 대한 반복적 연습이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과 교육방안
국립 아테네대학교 그리스어학당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그리스어 학습자들이
보이는 오류는 다음과 같다. 단순과거(Aoristos)와 과거진행(Paratatikos)의 의미적 차이를 구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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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하는 것과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 할 때 단순과거(Aoristos)와 과거진행(Paratatikos) 중 알맞은
형태를 사용하지 못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인 학습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단순하게 한국어로 나타내 보자면 단순과거는 한국어의 과거형태소 –았/었/였-에 대응시켜 볼
수 있다. 한국어는 –었-과 –었었-으로 서술어/용언에서 과거형태를 구분하는데 과거진행
(Paratatikos)에 완전히 대응하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 있었다, -는 중이었다, -곤

했다 등의 어미를 문맥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과거진행형에 –았/었/였-이 쓰여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국인 학습자들은 그 의미차이를 정확하게 나누어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지금까지 그리스 원어민으로부터 문법 설명을 들어 온 학생들에게
한국어로 그 의미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의미 구분을 할 수 있도
록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성인 외국어 학습의 경우 모국어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 것
이 빠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먼저 단순과거를 배우고 연습한 학생들이 과거진행의 의미를 처음 배울 때
단순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기본적인 의미의 차이(과거에 일정기간동안 반복 되었던 일이나 습
관적으로 과거에 반복되던 것, 일회성이 아님 등)를 명시해 준다. 과거진행형이 많이 사용되는
구문을 한국어로 정리(어렸을 때, 대학교에 다닐 때, ~ 하곤 했다 등)하며 의미의 차이를 인식시
킨다. 문맥에서 과거의 어떤 사건이 일정 기간을 가지고 나타난다면 과거진행을 써야하는 것을
읽어내는 연습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의미 자체를 구분해내지 못하더라도 공식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사구를 정리한다. 한국어에서는 과거의미의 문장에 사용되는 부사의 제약이 없지만 그리
스어에서는 시제형태에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부사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어느 정도 학
습자들이 이해를 한 시점에 여러 문장을 주고 한국어로 번역을 해 보면서 언제 단순과거가 쓰이
고 언제 과거진행이 쓰이는지 토론해 본다. 다른 학습 활동으로는 단순과거와 과거진행이 모두
사용 된 지문을 통해 동사의 과거형 찾아보고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지, 의미의 차이는 무엇인
지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 한 후 비슷한
텍스트를 통해 결과를 비교 해 보면서 교수법의 성과와 방향을 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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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어의 신 표준어 연구

조문환
(한국외국어대학교)

Cho, Moon-Hwa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Quasi-standard linguistic forms in
Italian.
13th century Florentine writers are responsible for the literary origin of the standard Italian
language; its grammar and lexicon have remained almost entirely fixed and unchanged since
then. However, the average person has always used local vernacular, and Italian dialects
developed so differently from the standard written language that some people could not
understand the standard version of the language when the nation was unified in the 19th
century. The diversity of spoken languages in the peninsula was considered to be unimportant
in the history of the Italian language and have continually provoked serious communication
problems. After the unification, these dialects have declined gradually with exposure to
contemporary mass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television. Following the standardization
processes of written and spoken Italian, Italians now have an ideal standard language that
reflects the community, but standard Italian continues to change as it absorbs a variety of
so-called ‘new-standard’ language. In this paper, these new linguistic forms that have entered
into the domain of standard language will be examined.

I. 서론
이탈리아가 언어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문어적 전통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14세기의 위대한
문인들(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의 언어를 답습하려던 문화적 전통 때문에 실제 사람들의 말,
즉 구어가 외면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탈리아의 정치적 통일이 실현된 19세기에 이탈리아어란
소수 엘리트 계층들(2.5% 정도)만이 사용하던 문어였으며 대다수의 대중들은 실제 이탈리아어를
쓰지도 읽지도 못하였다. 이들은 각기 다른 자신들만의 방언을 사용하였으므로 구어체 표준어란
존재할 수 없었다. 이후 의무교육, 국내외 이주, 도시화, 사회 경제적 발전, 시민과 정부행정 간
의 잦은 접촉, 매스컴의 발달 같은 근대화 과정상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현대 이탈리아어가 확
립되었다. 오늘날의 이탈리아어는 문어의 연속적 전통과 구어의 지속적 혁신이 결합되어 만들어
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탈리아어 표준어는 문법과 학교 교육의 언어이지만 새로운 요소들을 허용함으로써 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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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장한다. 기존 문법에서 허용되지 않던 지역적 변이 내지 상황적 변이의 형태들이 일반성
획득과 함께 표준어의 영역으로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은 대개 단순화된 구어체의 형태들
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문법적이라 여겨지는 신 표준 이탈리아어를 살펴봄으로써 이탈리아어 학
습자들이 문법 이탈리아어가 아닌 실용 이탈리아어를 이해하는데 일조 하고자 한다.

II. 언어의 변이형과 신 표준어
표준어1)란 정해진 문법에 일치되게 구조화된 이상적 모델의 언어로서 표현이 중립적이고 지
방색이 없으며 최상의 언어적 권위를 갖는 것으로서 한 언어공동체의 이상적인 언어이며 학교
교육의 언어라 할 수 있다. 언어란 상황별, 지역별, 계층별 언어 레퍼터리2) 내 여러 변이들
(varietà)3)을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이다. 또한 언어란 변화의 속성을 가진 사회적 체계로서 사용

의 보편성이 획득되면 새로운 요소들을 표준어 내에 수용한다. 한 때 비문법적이라 여겨지던 언
어 요소들이 평균적 화자들의 사용으로 인해 보편화되면 기존 문법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다.
소위 ‘신 표준어’로 불리는 이 어역(registro)4)은 확산 속도가 비교적 빠른 구어체의 언어로서 대
개 단순화된 형태의 언어이며 표준어에 비해 표현력이 풍부하고 지방색의 표현까지를 포함한다.
보통의 화자들이 사용하는 비공식적 구어체 언어(italiano dell'uso medio)에서 유래한 다양한 표현
들로서 표준어는 아니었으나 이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표준어의 위치로 격상된 것이다.
Pellegrini(1960)가 이탈리아어의 변이형을 표준 (공통) 이탈리아어, 지방 이탈리아어, 방언표준

어, 지역 방언으로 단순히 구분한 이래 이탈리아어의 레퍼터리는 학자별로 각기 다르게 구분되
어 왔다.5) 1980년대 초 Trumper-Maddalen(1982: 18-24)은 이탈리아어를 6종의 구어체와 4종의 문
어체로 구분하면서 표준어와는 다르지만 표준어화 되어가고 있는 문어체 이탈리아어를 ‘준 표준
어 italiano substandard’라는 용어로 언급한 바 있다. Mioni(1983)는 기존의 모델 이탈리아어에 단
순화된 비공식적 대화체(parlato colloquiale)에 가까운 이탈리아어가 일상적 사회 교류를 통해 유
입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 새로운 이탈리아어를 ‘경향성 이탈리아어italiano tendenziale’라 불렀
다.6) 이는 비지식인 계층이 표준어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변이형이라 보았다. 반면
Sabatini (1985)는 이탈리아 전 지역에서 통용되는 모델 이탈리아어와는 조금 다른 ‘평균적 사용

1) 표준어란 여러 언어 변이형들과의 접촉, 정치적 힘 등의 정상화 작용에 따라 인위적으로 평준화된 언어로서 균일
성, 평균성, 규범성, 사회적 안정성, 권위성을 갖는다. (cfr. Dardano 1996, p. 201)
2) 언어 레퍼터리(repertorio linguistico)는 한 언어공동체 내 화자들이 사용하는 변이들의 총체를 일컫는 말이다. (cfr.
Berruto 1993a, p. 4)
3) 모든 언어는 표준어, 방언, 지방어 등의 지역에 따른 변이(diatopia),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따른 어역의 변이(diafasia),
고급어, 서민어, 전문어 등의 사회계층적 변이(diastratia), 구어, 문어, 방송어 등의 물리-채널적 변이(diamesia), 시간
의 흐름에 따른 변이(diacronia)를 동반한다. (cfr. Berruto 1993a, pp. 8-14, D’Achille 2003, pp. 28-32). 물리-채널적 변
이로는 현대의 채팅어, sms의 언어, 지역적 변이로는 방언의 언어들, 통시적 변이로는 문법화 및 어휘화된 언어, 계
층적 변이로는 하층어, 커뮤니케이션 변이로는 다양한 어역, 분야별 언어 등을 들 수 있다.
4) 한 화자는 언제나 균일한 어투로만 말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형식체 고급언어로부터 비형
식체 저급언어에 이르는 여러 하위 변이들 (varietà diafasiche, 고풍 형식체어, 과학기술체어, 행정어, 표준어, 신표준
어, 대화체 구어, 지역대중어, 비형식체어, 비속어) 가운데 한 어투(registro)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한
다. (cfr. Berruto 1993a, p. 12., p. 70.).
5) cfr. Berruto 1993a, p. 18.
6) Mioni 1983, p.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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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어italiano dell'uso medio’를 언급7)하면서 기존의 표준 이탈리아어와는 다른 이 언어의 음
운, 형태, 통사, 어휘 에 대해 35가지의 변별적 특징들8)을 열거한 바 있다.9) Berruto(1987)는 현대
이탈리아어를 9개 레퍼터리로 구분하고 그 가운데 표준 이탈리아어와는 확연히 다른 구어체적
변이 형태들이 최근 10여 년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어 재 표준화 되어가는 현대 이탈리아어가 있
음을

지적하며

이를

신

표준어(neo

standard)라

명명하였다.10)

‘신

표준어’라는

용어는

Santipolo(2002)11)의 준 표준어(italiano semistandard), Sobrero-Maglietta(2011)12)의 공통적 사용 이탈

리아어(italiano dell' uso comune)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기존 문법의 관점에서는 볼 때 비문법적이
라 여겨져 왔던 구어체 형태들이다.
과거 비문으로 간주되던 형태들이 표준어화(standardizzazione)하는 과정에는 여러 통로들이 존
재한다. 먼저 통시적인 차원에서 시간의 흐름이 언어체계의 내적 속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문
법화(grammaticalizzazione) 및 어휘화(lessicalizzazione)가 그것이다. 공시적인 차원에서 한 언어의
레퍼터리 내에는 여러 변이형들이 존재하는데, 구어에서 문어로, 외래어에서 모국어로, 지역어에
서 공통어로, 공손어에서 친밀어로 그 어역이 이동되면서 표준어의 영역이 넓어진다. 문법화 내
지 어휘화는 시간이 흘러 한 언어 요소의 문법적 속성이 변화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어
휘적 의미를 갖던 내용어가 문법적 의미를 지닌 기능어로, 혹은 그 역의 변화가 일어난다.
a. 동사 ‘durare지속하다’, ‘mediare중재하다 의 현재분사형 durante, mediante’ → 전치사 ‘~동

안’, ‘~통해서’ (독립적 의미의 어휘 요소로부터 문법적 도구로 전환: 문법화)
b. il ‘fai-da-te셀프서비스’ (구에서 어휘로 전환: 어휘화)
c. 구어에서 문어로 questo qui. quello lì (문어: questo, quello)
d. 외래어에서 모국어로 (single, mouse, computer, ticket)
e. 지역어에서 표준어로 [cocomero(중부) melone d'acqua(남부), anguria (북부)]
f. 공손어에서 친밀어로 [Lei 대신 tu의 확대 (직장동료, 모르는 사람에게도 사용)]
g. 하위계층어가 대중어로 [(ho detto a lui/a lei/ a loro 대신에) ‘ci ho detto’]
h. 고급 어휘에서 대화체 어휘로 [(timore, spavento 대신에) paura, fifa]

7) Sabatini 1985, p. 166-167.
8) Sabatini(1985)의 35가지 변별적 특징들을 Sabatini(1990)에서는 14개로 축소하였다. 주격의 위치에 lui, lei, loro; 여격
a lei, (a) loro 대신에 공통적으로 gli; 전치사 이후에 부분관사 사용 (예. con degli amici); 좌향 혹은 우향 이동 요소
+허 대명사소사 구문의 사용(예. di pane non ne ho più); 다기능적 che의 사용; 문 연결사로서의 per cui 사용; che
cosa의 의미로 cosa; 문두에 e, ma, allora, comunque 사용; 종속절과 가정절 내 접속법 동사 대신 직설법 동사 사용;
시제일치의 이탈, 주어의 동사 후 출현; 애정적 동참을 표현하기 위해 주어 위치에 대명사 형태 출현 (예. mi sono
bevuto il caffè); 분열문의 사용(예. è lui che mi ha fatto cadere); 허사 ci의 사용 (non ci capisco niente) (cfr. Sabatini
1990, pp. 260-276)
9) cfr. Sabatini 1985, pp. 156-170.
10) Berruto 1987, p. 23. p. 62. (그는 현대 이탈리아어의 변이형을 과학기술어, 고풍 형식체어, 표준어, 신표준어, 행정
어, 구어 대화체어, 부주의한 비 형식체어, 지역 서민어, 비속어로 구분하였다)
11) Santipolo 2006, pp. 198-199.
12) Sobrero-Maglietta 2011, pp. 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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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탈리아어의 신 표준어
Renzi (2000)는 언어 변화란 기존에 쓰이던 언어 형태에 새로운 형태가 도입된 후 이 두 어역

이 공존의 시기를 거치고 결국 새로운 형태가 기존의 형태를 밀어냄으로써 발생되는 것이라 보
았다.13) 이제 현대 이탈리아어 신 표준어의 유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층위별로 살
펴보기로 하자.
1. 음운
- 비 토스카나 화자들에서 개음 [è], [ò]과 폐음 [é], [ó] 간의 구별이 사라짐 (pésca /pɛsca/ vs.
pèsca /pesca/)
- 토스카나 규범에 따르면 모음 사이의 ‘s’음이 유성음 혹은 무성음 (casa, naso /s/ vs. rosa asilo
/z/)으로 실현되어야 하지만 무성음 [s]와 유성음 [z] 간 구분이 사라지고 북부에서는 점점 유

성화, 중남부에서는 점점 무성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음.
- 무강세 단음절이나 2음절 단어 뒤 첫 자음의 이중자음화 (a ccasa, come ssopra)
- ‘s+자음’ 단어 앞의 삽입음 –i 소실 (per iscritto, per isbaglio)
- 모음탈락이나 생략 (ch’io sappia, far ombra)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임.
- 모음 충돌 시 축약 (l'amica vs. *la amica, un’amica vs. *una amica)
2. 어휘
- 영어 어휘의 유입
- 축약어의 일반화 (bici, cine, tele, moto, poli 등)
- 경쟁적 어휘들 가운데 특정 어휘 선호
3. 형태
- 문어체 주격 인칭대명사 egli/ella/esso/essa/essi대신 lui/lei/loro.
(Loro ci guardano. Lui/Lei è venuto/a ieri.)
- 주어/보어 대명사 간 대립의 중화 및 te 의 과잉확대 사용 (Io e te, lui e te)
- 여격 대명사 gli (남성 단수/복수, 여성 단수/복수)의 통합
(Ho visto i ragazzi e gli ho parlato.)
- 비현실의 가정문에 직설법 반과거 형태 사용 (se venivamo prima, trovavamo posto. se fossimo
venuti prima, avremmo trovato posto.)
- ‘동사+ci’ 형태 (ci attualizzante) (c(i) ho fame/sete/tempo.)
- 다기능적 che (dal giorno che ti ho visto, ...)
- 지시사 3분 체계 (questo/codesto/quello)에서 2분 체계(questo/quello)로의 전환
13) Renzi 2000, p. 287.

- 496 -

- 양보절에 sebbene, benche', nonostante 대신 anche se의 사용
4. 구문
- 좌향이동과 우향이동
A Maria non le piacciono le pizze.
lo prendi, lo zucchero?
Gli occhiali1, sul tavolo2, non ce2 li1 ho messi io.
- C'È presentativo
C' e' un cane che urla, C’ e’ lo zio che ti vuole parlare.
- E'/Sono ~ CHE 형태의 분열문
E' Luisa che ha mangiato la pizza.
- 탈문법화
A me non mi piace quello che stai dicendo.
- 접속법/조건법의 사용 약화와 직설법으로의 대치 경향
Penso che ormai non viene più.

IV. 결론
신 표준어는 대개 보통의 평균적 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공통
적 사용의 언어라 할 수 있다. 이 구어체의 언어는 기존에 표준어는 아니었으나 이내 표준어의
대열로 합류한 것들이다. 1980년대 이후 이탈리아 사회 언어학에서는 신 표준어 현상에 대한 보
고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고 현재의 표준 이탈리아어는 실제 우리가 배우는 문법과 상당 부분 차
이가 있다. 본고에서는 외국어 학습자가 꼭 알아야 할 음운, 형태, 통사, 어휘, 화용의 변화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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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학 교육에서 라틴어 교육의 위상

손윤락
(동국대학교)

라틴어는 서구 언어들의 조상이며 로망스어의 모어로서 흔히 “사어”라고 일컬어지지만, 중세
이후에도 교회와 학문 세계에서 면면히 살아남아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서양의 문학, 역사, 철학
은 물론이고 정치학, 법학 등 여러 학문 영역에서 중요한 접근 도구로 사용된다. 라틴어는 동양
에서 한자와 같은 것으로, 서양의 문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학문 기초
과목이다. 글로벌 시대 한국의 대학도 교양 단위에서 라틴어를 교육하고 있으며, 특히 로마 문화
의 융성기인 기원 전후에 쓰인 고전 라틴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 대학교에서 시행되는 라틴어 교육의 현황과 위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시도한다. 논문은 먼저 (1) 라틴어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들을 검토해보고, (2) 국
내 주요 대학들이 시행하는 라틴어 교육과정의 편제와 내용(커리큘럼 및 콘텐츠), 교육 방법에
대해 조사하고, (3) 이를 서양 선진국의 대학 혹은 중등교육기관의 경우와 비교해볼 것이다. 이
를 통해 논문은 라틴어가 서양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고전어로서 외국어 교육의 중요한 일부가
됨을 밝히고, 라틴어가 학문적 소양의 기초 형성을 목표로 하는 교양교육으로서도 우리나라 대
학 교육에서 그 위상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주제어: 라틴어, 고전어, 학문 기초, 외국어 교육, 교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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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us of Latin in university education of Korea

Sohn, Yun-Rak
(Dongguk University)

Latin is an important ancestral language of Western languages and the mother of romance language,
but is often said to be a “dead language” because of the absence of the current user. However, Latin
was constantly survived even after the Middle Ages in the church and the academic world, and it is
still used as an important access tool in various academic fields such as Western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as well as political science and law.
Latin is like Chinese characters in the Orient, and it is an academic basic course that must be
learned in order to understand Western culture properl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Korean
universities are also teaching Latin in the liberal arts, and they teach especially classical Latin used in
the flourishing period of Roman culture, i.e. from 1st century BC to 1st century AD.
This paper tries to make a profound study about the situation and status of Latin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It will first (1) review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e necessity and
status of Latin education in modern universities, and (2) examine the organization and contents and
teaching methods of Latin curriculum implemented by some major universities in Korea, and (3)
compare these contents with the cases of universities or secondary education institutions in Western
developed countries.
From these data, this paper will finally (1) reveal that Latin is an important part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as a classical language that forms the basis of Western culture, and (2) suggest
that the status of Latin as a liberal arts education aiming to form the basis of academic literacy needs
to be properly elevated in the university education in Korea.
Key Words : Latin, Classical Language, Academic Basis, Foreign language education, liberal
art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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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 수업에서 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한 수요 조사와 활용 사례 연구
-충남외국어고등학교 베트남어 수업을 중심으로-

조윤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콘텐츠전공 박사과정)
이강우 (청운대학교 베트남학과 부교수)
Jou Youn Hee(Hankuk University of Forein Studies), Lee Kang Woo(Chungwoon University).
A Study on the Demand Survey and Utilization of Cultural Contents in Vietnamese Language
Class: based on Chungnam Forein Language High School.
Korean society is rapidly transforming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refore interactive cultural
contents is required in order to prevent various kinds of social conflicts which occur in course of
fast social transformations. Recently cultural exchange between Korea and Vietnam is very active
raising the need for a mutual understanding of each country’s culture.
From 2014 the Vietnamese language has been among the options for the test of the second foreign
language in the Scholastic Ability Test for university admission which underlines the high need of
proficiency in Vietnamese in Korea. However, in the current education field of Vietnamese not only
space, time and education contents of good quality are lacking. There is, moreover, a general low
interest of students to learn Vietnamese. This is a chronic problem affecting other languages in the
second foreign language group as well.
Therefore, this study is, first of all, an attempt to raise the interest for the Vietnamese language.
In the present study Chungnam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have been chosen for investigating
the curriculum of Vietnamese language education and for analyzing preceding research data of second
language education.
In order to figure out the demand in the real language education field, I conducted a survey of
students who learn Vietnamese at Chungnam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The results show that
students have more interest in an education environment that uses words and sentences than a
grammatical approach. Furthermore interviews with Vietnamese language teachers at the
above-mentioned high schools were carried out. It turned out that the teachers want to utilize various
methods to raise the student’s interest. Therefore a teaching model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the real Vietnamese language education field of Chungnam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Language education has a high effect when it combines information on the cultural background and
media data. Besides active language education, however, we have to develop a perspective on
interactive culture. This is key to affect the progress between the countries of Vietnam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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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한 이래, 2000년대에 들어 양국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

계’를 형성하며 ‘이웃나라’, ‘사돈의 나라’로 빠르게 발전해 왔으며,1) 최근에도 베트남 내에서 한
류(‘Làn sóng Hàn Quốc’)의 영향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2)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교역국 중 베트남은 중국, 홍콩, 미국에 이어 4번째 순위로 무역 흑자를 기

록하는 국가이다. 코트라의 2014년 베트남 진출 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베트남으로의 투자 진출
은 2013년 기준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30.22%가 증가한 29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유통업, 서
비스업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인한 유통 프랜차이즈 산업의 진출 및 인터넷 쇼핑, TV홈쇼핑이 진
출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였다. 또한 얼마 전 호치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세종어학당과 연계하
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외국어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소식도 전해졌
다.3)
한국에서도 베트남인의 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이
주 여성이 크게 증가하여4)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었고, 이는 현재에도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현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2009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베트남어의 제
2외국어 과목 채택이다. 그리고 비록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교육하고 있는 학교가 극소수이

기는 하나 2011년부터 충청남도 아산의 충남외국어고등학교에 베트남어과가 개설되어 베트남어
가 정식 중등 교육과정으로 시작되었다.
충남외국어고등학교에서의 제2외국어 베트남어 교육을 시작으로, 2014학년도부터 베트남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과목에 채택되어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시험이 시행되었다. 이
네 차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제2외국어로서의 베트남어에 관한 평가로 “제2외국
어 쏠림현상을 낳았다”는 우려의 소리 또한 있으나, 2014년에 베트남어가 제2외국어 과목으로 대
학수학능력시험에 채택된 이래 현재까지 베트남어는 꾸준한 학습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제2
외국어 베트남어 과목은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 그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반면 수요에 비해 중·고등학생들의 베트남어 학습 공간 및 시수 부족, 중·고등학생의 베트남어
교육을 위한 양질의 교육적 콘텐츠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여러 제2외국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외국어학습에 대한 낮은 흥미도’ 또한 베트남어 교육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
다.
1)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체류 베트남인은 9만 명(노동자 약 5만 명, 베트남 신부 약 4만 명)으로 추산한
다고 밝힌다. 또한 KOTRA 하노이 자체 종합 보고에 따르면,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자 투자 대상국
으로, 향후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장이므로 베트남에 대한 한국정부와 일반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략
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다. 참조: 주대한민국베트남대사관 홈페이지(URL: http://vnm-hanoi.mofat.go.kr)
2) 「한국 무역 흑자는 미국·중국, 적자는 중동·일본·독일」, 뺷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 484호 , 2015.09.14.
3) 「Đưa tiếng Hàn vào giảng dạy cho học sinh THPT」, 뺷Tin Tức 24h뺸, 2015.11.04.
4) 법무부의 5월 발표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비자별 국적 통계 중 결혼 이민은 3만 6121명으로 1위를 기록하
고 있고 유학생은 3238명으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대한민국 인종지도가 바뀐다] 대한민국,
이젠 인구의 3.4%가 外國人」, 뺷조선일보뺸, 2015.08.28. 참조. (UR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
08/27/2015082703575.html, 검색일: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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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재직하였던 충남외국어고등학교에서의 베트남어 교육은 외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폭 넓은 시간을 두고 학생들에게 베트남어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중국어, 일
본어, 영어가 아닌, ‘못사는 나라 베트남’, ‘낙후된 나라 베트남’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언어 교육이 대부
분인 수업시간에 문법과 단어 학습위주로 구성된 수업방식은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암기하여야 하는 문법과 어휘 그리고 교사가 주
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수업 방식에 대해 지루함과 부담감을 동시에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게 된
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베트남어 학습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까?”라는 자문을 시작으로 수업
중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교과서의 각 섹션과 관련된 회화 및 문법을 설명
하게 되는 경우, 학생들은 문법적인 접근보다 각 어휘와 문장들이 왜 사용되는지에 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베트남 문화를 통한 접근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학습의욕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베트남사람들은 인사표현으로 안녕(Chào)이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일부의 베트남 사람들은 “안녕(Chào)”이라는 인사를 대신해 “밥 먹었니?(Ăn cơm
chưa?)”라는 표현도 인사로 사용하기도 한다. 농경사회에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베트남 사람이

끼니를 해결하는 중요함이 인사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밥 한 끼 하자”
라고 말하는 한국 사람의 인사법과 유사성을 띈다는 것을 배우며 학생들은 베트남어 학습에 대
한 지루함과 부담감을 보이지 않는다. 또한 밥 먹기를 권하며 정감을 나누고 무엇을 샀는지를
물으며 이웃에게 관심을 보이는 베트남 사회의 모습을 배우면서, 학생들은 베트남에 관심을 갖
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베트남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베트남 문화에 대한
설명과 어휘, 문장의 근원을 찾아 설명하였을 때, 학습적 부담감이 감소된 언어학습의 접근 방식
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베트남어 학습을 위한 문화교육 콘텐
츠 개발’의 필요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특히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베트남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친척이 되는 시점에서 문화적 접근은 더욱 필요하고 효율적인
언어학습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베트남어 학습에 문화콘
텐츠 활용이 필요한가? 베트남어 학습자가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베트남어 교수자는 실제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베트남어 수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현 시점에서 고등학교 제2외국어 베트남어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가 전무하고, 중·고등학생을
위한 제2외국어로서의 베트남어 교육은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어교육에 관련한 선행연구를 통해, 그리고 베트남어와 함께 제2외국어 과목으로서 중고등학
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수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통해, 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충남외국어고등학교의 베트남어과 및 영어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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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학년 127명5)을 대상으로 1학년 학생들이 베트남어를 1년 가까이 공부한 시점이자 수험생인
3학년 학생이 베트남어 과정을 마무리 짓는 시점인 11월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베

트남어를 가르치는 충남외국어고등학교, 권선고등학교, 건국대사범대학교부속고등학교에서 재직
하거나 재직을 하였던 베트남어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충남외국어고등학교의 수업과정에서 실제로 적용하였던 몇 가지의 사례를 언급하고자 한다.

II. 외국어 수업에서 문화콘텐츠 활용의 필요성
1. 외국어교육과 문화교육
Sapir는 언어의 배후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으며, 언어란 문화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문화는 그 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관습과 신앙의 총화를 말하며 그것에 의하여
우리들의 생활 조직이 결정된다고 말하였다.6) 인간은 자신이 태어나 속한 곳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텍스트 언어뿐만이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양식, 즉 그가 속한 사회의 문화를 몸으로 체득
하는 것을 통해 언어를 습득한다. 단순한 텍스트로서의 언어로는 인간의 행동 양식을 모두 표현
할 수는 없다. 또한 타 언어권의 문화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그 나라의 언어가
표현하는 문장의 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Palmer는 언어와 문화의 역사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협조, 개발시키면서 진행된다고 말하였

다.7)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 그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고 그가 생활영역에
서 문화가 생성되며 다양한 언어만큼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고 있으며 그 차이도 제각각이다. 그
렇기 때문에 간혹 외국어로 대화를 하거나, 번역을 할 때 텍스트로서의 문장이 언어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인 차이를 담아내지 못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번역은 단순한 언어 치환 작업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사전지식
및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맥락의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ạ. →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

Cháu

chào

ông

1인칭

동사

2인칭 정중한 표현

베트남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인사할 때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자신과 상대방의 호칭을 낮추거
나 혹은 올려서 문장 안에 함께 사용한다. 이렇게 자신과 상대방의 호칭을 붙여 인사하고 상대
방의 나이에 따라 자신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정중한 표현이자 친근감의 표현
이기도 한데, 이는 한국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처럼 어미에 붙이
는 ‘요’나 ‘습니다’와 유사한 존칭어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호칭을 생략하기 때문
에 베트남 사람은 한국 사람의 이러한 표현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문화적인 차이가
5) 베트남어과 1학년 23명, 2학년 23명, 3학년 26명이 참여하였으며, 영어과 1학년 25명, 2학년 17명, 3학년 13명이 참
여하였다. 이 중 남학생 19명(1학년 3명, 2학년 8명, 3학년 8명) 14.9%, 여학생 108명(1학년 45명, 2학년 32명, 3학년
31명) 85%로 여학생의 비율이 훨씬 높다.
6) E. Sapir, 뺷Language.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peech뺸, 1921, p. 21.
7) L. R. Palmer, 뺷An Introduction to Modern Linguistics뺸, 1936,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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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다.
이 간단한 인사 한 문장 안에서도 베트남사람들은 호칭을 사용하여 웃어른을 공경하는 예절
문화라는 것과 한국의 인사법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문화적인 교육이 병행되지 않은 학습자의
경우에는 알 수가 없다. 이처럼 “안녕하세요”라는 한마디의 간단한 인사 안에서 그 문화가 녹아
있는 것으로 언어와 문화가 서로 상호 보완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인터뷰 기사에서 언어와 문화는 서로 필수 불가결한 관계이기 때문에 언어를 가르칠 때 글
자와 책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힘들어 노래, 미술, 놀이와 같은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언어
교육의 절반이라는 미국의 한 이중 언어 교육자의 언급8)이 있었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한국
보다 빨랐던 독일,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Melting Pot 개념9)의 동화주의 교육의 한계를 느끼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상호 문화 주의적 관점 및 문화 간 이해교육의 일환으로 각 학교에서 모국
어-외국어 병행교육을 실시한 것인데 이러한 교육의 시작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만한 각 나라의
문화적 요소들을 주제로 그 나라를 이해하여 관심을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미국의 Cahuenga(코헹가)초등학교는 이중 언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글의 소리, 글
자, 단어, 문장의 쓰임을 익힌 후 학년별로 인지 발달에 맞게 기획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하는
데, 학생들은 체험활동 후 경험에 대한 텍스트를 읽고 공부하거나 글쓰기를 한다.10)
비단 미국의 교육 환경에서만 학습자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문화적 학습을 주장하는 것은 아
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문화교육을 통한 외국어 교육,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제2외국어 교육 및 외
국인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에 관한 다수의 논문 속에서 언어 교육을 위한 문화교육의
중요성이 거론11)되고 있다.
이 중 문화교육의 이점에 대해 성일호12)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문화의 이해는 외국어 학습을 훨씬 의미 깊게 만들어 주며 학생들이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준다.
둘째, 문화를 가르치면 외국어를 훨씬 활기 있고 생동감 있게 배워 언어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셋째,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흥미를 잃고 지루할 때 매우 빨리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이 타 문화 뿐만 아니라 자국의 문화도 아울러 더 잘 이해하게 된다.
다섯째, 문화 교육은 다른 언어와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한다.

다시 말해 문화와 언어는 상보적 관계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학습자의 경우 문화를 배움
으로써 타 국가의 이해도와 흥미도가 높아짐을 설명하고 있다.

8)「언어 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만남 미국 이중언어 프로그램」, 뺷문화예술교육 전문 웹진 아르떼 365뺸, 2013.11.29. 참조.
(URL: http://www.arte365.kr, 검색일: 2015.12.29.)
9) 인종의 용광로(인중, 문화 등 여러 다른 요소)가 융합, 동화되어있는 현상이나 장소. (출처: 동아출판 영어사전)
10)「언어 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의 만남 미국 이중언어 프로그램」, 앞의 기사.
11) 관련 논문으로 박영순,「제2언어 교육으로서의 문화교육」, 뺷이중언어학 5뺸, 이중언어학회, 1989.; 김정숙,「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교육 방안」, 뺷교육한글 10뺸, 한글학회, 1997 등이 있다.
12) 성일호,「영어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조지희,「중학
교 학생들의 문화교육관련 의식조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 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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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 외국어 교육 선행연구 분석

현재 여러 각도로의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와 같이 베트남
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2외국어 타 언어권의 선행연구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의 베트
남 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1) 중국어 교육

조항근13)은 일반계 고등학교 중국어Ⅰ 교육과정 현황에서 고등학생들이 중학교에서의 선수학
습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진학 후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현저하게 하락하는 것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지며, 이러한 중국어의 흥미도 감소의 주요 원인에 대하여 대입 수능에서 중
국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소수의 대학만이 제2외국어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다.
그는 이러한 고등학교 내에서 중국어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고 수업의 내실을 다지며 중국어
인재 양성을 위한 중국어 교육의 개선점을 다섯 가지 차원에서 제언하였다.
첫째, 현재 대학 입시에 있어 제2외국어가 가지는 입지가 매우 낮기 때문에 최소한 인문사회계열
만이라도 제2외국어 영역의 점수를 반영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제2외국어를 대학 입시에 연계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교육부, 대학기관, 중국어 교사 등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언어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연속성의 측면에서 고등학교 2, 3학년에 배우는 교육과정을 1,

2학년 교과 재량시간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어를 재미있게 배우기 위
해 실용 위주의 어휘의 정리가 필요하며, 영상매체에 익숙한 세대를 위한 다양한 학습 교재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고 학습 주제와 관계된 다채로운 시청각 자료 제공 및 동영상 자료, 중국어를 사용한
게임을 병행한 수업의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학 주최의 경시대회를 통한 우수 학생 조기 선발로 중국 전문인
양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원어민 교사의 임용기간을 연장하고 교수법과 관련한 연수를 받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
하다.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지 20여년이 넘은 중국어의 위와 같은 제언을 살펴보며 현재 7년
이 채 되지 않은 베트남어의 상황 역시 다양하지 못한 교재와 매체의 활용, 시청각자료와 게임
에 관한 활동자료의 필요성, 그중에서도 영상매체에 익숙한 세대에 맞는 다양한 학습 자료의 공
급은 베트남어 학습에서도 매우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학습 주제와 관계된
다채로운 시청각 자료 제공 및 동영상 자료를 통한 수업개선은 곧 매체의 활용이라는 부분에서
문화 교육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일본어 교육

13)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음. 조항근,「중·고등학교 중국어 교육의 개선방안: 경기도 교육을 중심으
로」, 뺷교육과정평가연구뺸 12권 3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pp. 2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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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14)은 한국 내 일본어 학습자의 80%이상이 정부의 언어정책에 의해 초등, 중등 교육기관
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다고 밝힌다.
그는 정은애15)의 연구를 토대로 고등학교 일본어교육 연구현황에 관한 일본어 교육 선행연구
들이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가 실제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운영되어지는지를 알
아보았을 때, 현재 각 학교의 수업시수가 충분치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 도
달에 어려움이 있고 일본어 학습의 필요성 및 현 교육과정의 모순점을 언급하며 문화 이해교육
을 통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확립과 상호문화이해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문법을 중시하는 언어 교육 위주의 수업방식을 지적하며 문화를 접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문법적 부분을 보완할 자료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권영성을 통하여 고찰하여 본 고등학교 일본어의 학습현황처럼 일반계 고등학교의 베트남어
교육 또한 학습 시수 부족으로 인해 ‘베트남어Ⅰ·Ⅱ’의 교육목표를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국이다. 그리고 문법 교육에 치중한 교육에 의해 제2외국어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
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2009 교육과정에 수록된 베트남어 교과의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
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외국어의 시수 부족은 베트남어뿐만이 아닌 제2외국어 과목을 교
육할 때 드러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인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교육 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것
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언어위주의 교육 현실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개발되는 수업교재는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적 요소들이 가미된 수업 교재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언어 이해를 위한 문화교육은 문법 위주로 편성된 언어 교
육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편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언어를 배우는 것에만 그치는 교재가 아
닌 과학, 역사, 예술과 같은 타 학문과의 융·복합적인 학습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어
야 할 것이다.
3) 프랑스어 교육

일본어 교육 선행연구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문법위주로 치중한 교육이 제2외국어 교과과정과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프랑스어 교육 또한 유사한 언급을 하고 있다.
강성영16)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문화항목이 언어재료에 포함되었고 수업시간에 프랑스어
와 더불어 프랑스 문화도 비중 있게 다루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김현주17)는 정보화 시대
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이어야 할 프랑스어 교육은 말하기·쓰기 교육에 관한 많은 연
구와 노력들이 있었으나 현장에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점과 장애 요인이 많아 이
러한 요인들을 척결할 방안의 하나로 프랑스어 교육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웹, 게임, 놀이,
예술을 이용한 문화콘텐츠의 활용을 언급하였다.
14)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음. 권영성, 「제2외국어로서의 일본어교육: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뺷일본
어문학뺸 59집, 일본어문학회, 2011, pp. 1~16.
15)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음. 정은애,「고등학교 일본어 교육 현황과 문제점 고찰」, 한국외국어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08.
16)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음. 강성영,「새로운 교과 과정에 따른 프랑스 문화 교육의 목표 및 내용
구성 방안」, 뺷프랑스어문교육뺸 20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5, pp. 7~22.
17)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음. 김현주,「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프랑스어 교육방안」, 뺷프랑스어문교육뺸
32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9, pp. 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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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언어의 습득은 언어의 사용 자체로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언어를 통해 특정한 나라
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예술 등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일종의 수단이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에
서 문화교육은 문화콘텐츠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말하며, 다양한 문화적 소재를 이용하여 문화
와 언어를 함께 교육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프랑스어 교육용 문화 콘텐츠의 개발이 필수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고 기존의 문화 콘텐츠를 프랑스어 교육에 개선,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의 외국어 교육이 구두 언어와 문자언어 등 언어 텍스트만을 이용하여 왔다면, 이제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언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흥미요소의 결함을 시각, 청각적 요소와 결
합시켜 학습 효과를 고취시키도록 돕는다는 것으로 이러한 최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프랑스어
교육은 실제적인 목적을 가진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므로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시
키고 학습자 중심의 의사소통 방식에 이상적인 자료라고 주장한다.
김현주의 주장은 비단 프랑스어 교육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앞서 다루었던 조항근의 논
문 중 학습 주제와 적합한 음식, 생활풍습, 전통문화 등과 관계된 다채로운 시청각 자료 제공,
다양한 동영상 자료, 중국어를 사용한 게임을 병행한 수업을 제안하는 것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
으며, 학생들의 필요를 바탕으로 문법적 부분을 보완할 자료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한 권영성의
주장과도 유사성을 가진다.
다시 말해 언어를 교육하기 위한 문화의 활용과 그에 따른 교육적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성
이 각 언어권의 선행 연구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III. 베트남어 학습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교수자 인터뷰 분석
II장에서는 외국어 교육과 문화 교육의 상관성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베트남어 교육에서 이뤄져야 할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고찰과 확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우는 학습자와 가르치는 교
수자 당사자가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에 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문화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실제적으로 학습자와 교수자의 수요와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1. 학습자 설문조사
1) 조사방법

현재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는 학교는 충남외국어고등학교, 권선고등학교, 건국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로 총 3개 학교이며 이 중 베트남어 교육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이
집중적으로 베트남어를 학습하고 있는 곳은 충남외국어고등학교이다. 해당 학교에서는 베트남어
학습자가 1, 2, 3학년에 고루 분포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전공어로서의 베트남어, 제2외국어로서
의 베트남어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본 장에서는 충남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베트남어를 배우는 127명의 학생들18)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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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15년 11월 하루에 걸쳐 1페이지 분량, 총 9문항의 베트남어 학습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응답자 127명 중 남학생은 19명(14.9%), 여학생은 108명(85%)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다.
설문의 방향은 본 연구에서 고민하여 오던 베트남어 학습자의 흥미도에 관한 것으로 베트남어
에 대한 흥미도를 묻고 흥미도가 높거나 혹은 낮은 학생들에게 베트남어 학습에 관한 불만족스
러운 점을 알아보며 불만족스러운 점을 개선할 방안으로 문화콘텐츠 관련 수업 및 문화콘텐츠에
관한 관심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답변 중 일부의 질문에서 중복 응답이 있는 경우 무
응답으로 간주하고 괄호로 표시하여 집계하였으며, 기타를 선택한 학생의 경우 기타를 선택한
것에 대한 이유를 표 아래에 부연 설명하였다.
2) 조사내용
<표 1> 베트남어 학습에 관한 흥미
베트남어 학습에 관한 흥미
그렇다
아니다
거의 그런 편이다
거의 아닌 편이다
기타
무응답

1학년
32
6
10
0
0
0

인원
2학년
24
1
12
2
1
0

3학년
27
1
7
2
0
2

전체 비율(%)
65.3
6.2
22.8
3.1
0.7
1.5

응답자의 65.3%인 대다수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무응답이나 베트남어 학습에
부정적인 응답을 나타내는 것은 3학년 남학생 2명 및 여학생 2명, 2학년 남학생 2명 및 여학생
1명, 1학년 여학생 6명으로, 남학생의 경우 전체 응답자 19명 중 21%에 해당하는 학생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8> 베트남어 학습에 흥미를 갖는 이유
인원
흥미를 갖는 이유
1학년
2학년
3학년
베트남어가 쉬워서
10
1
2
베트남 문화가 흥미로워서
15
18
29
수능에서 베트남어가 있으므로
9
2
4
잘 모르겠음
0
3
0
기타
7
11
1
무응답
1
0
0

전체 비율(%)
11.4
54.3
13.1
2.6
16.6
0.8

부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를 제외한 전체 응답자 114명 중 62명의 학생이 베트남 문화에 관해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수능을 위한 목적 지향성 베트남어 학습에 대한 응답의 비율이 낮다. 기타를 선택한 학생들의
의견으로는 베트남어의 미래가 밝아서, 희소성이 있어서, 베트남어를 배우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서, 베트남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라고 응답하였다.

18) 베트남어과 1학년 23명, 2학년 23명, 3학년 26명이 참여하였으며, 영어과 1학년 25명, 2학년 17명, 3학년 13명이 참
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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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베트남어 학습 기간 동안 문화영역을 배운 경험이 있는가
문화영역 학습 유, 무

1학년
46
2
0

예
아니오
무응답

인원
2학년
39
0
1

3학년
39
0
0

비율(%)
97.6
1.5
0.7

학생들의 수업시간 중 베트남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을 때, 1학년(2명)이
‘아니오’를 과 2학년(1명)이 무응답을 한 것을 제외하고 97.6%의 학생이 문화영역을 배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 표 10> 문화영역에 관한 학습시간
문화영역의 학습시간

1학년
14
19
2
2
9
2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타
무응답

인원
2학년
11
8
3
0
15
3

3학년
1
20
8
2
7
1

비율(%)
11.4
54.3
13.1
2.6
16.6
0.8

1학년 총 48명 중 기타 선택지를 9명(18.75%)이, 2학년 총 40명 중 기타 선택지를 15명(37.5%)

이, 3학년 39명의 경우 기타 선택지를 7명(17.9%)이 선택 하였다. 1학년은 이를 선택한 이유로는
‘종종 공부 한다’, ‘시간이 될 때’, ‘가끔씩’, ‘1달에 1~2번’과 같은 응답을 하였다. 2학년은 그 이

유로 수업시간에 조금씩, 3주에 1~2시간, 따로 없음, 가끔, 종종 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3학년은
이유로는 가끔, 지금 배우지 않으나 정규과정 4시간, 1학기에 한, 두 번, 2학년까지 배움, 불규칙
함 이라고 응답하였다.
위와 같이 응답자의 응답 내용이 다소 산발적인 것으로 보여 지는 이유는 기타를 선택한 응답
자의 이유에서 알아 볼 수 있는데 1, 2학년에서 배우는 문화 학습은 정규 교과목으로서의 문화
과목이 아닌 수업시간 내에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베트남 문화 맛보기 형식의 학습이며, 현재
3학년의 경우 2학년에 들어 정규 수업으로 베트남 문화 수업을 하였지만 교과서 내에 나온 문화

관련 베트남어 지문을 해석하는 문법, 어휘 학습에 집중을 하여야 하므로 문화수업이 제대로 이
루어 질수 없는 실정이었다.
<표 11> 베트남어 학습 중 불만스러운 점
베트남어 학습 중 불만스러운 점
교재의 지루함
과도한 교과분량
교재의 높은 수준
다양하지 못한 교육자료
기타
무응답

1학년
9
3
3
6
2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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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2학년
9
5
1
10
5
7(+3)

3학년
13
6
0
15
3
2

비율(%)
24.4
11.0
3.1
24.4
22.0
14.9

위와 같이 학생들의 베트남어 수업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점에 관하여 질문하였을 때, 이
질문의 응답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선택지는 1번 ‘교과서의 지루함’과 4번 ‘다양하지 못한 교육
자료’ 선택지로 중복응답자의 수를 포함하여 각각 33명이 응답하였다.
1학년 48명 중 기타 선택지를 20명(41.6%)이 선택 하였고, 2학년의 경우 총 40명의 학생 중 기

타 선택지를 5명(12.5%)이, 1,4,5번 선택지 복수응답이 1명(2.5%), 1,2,4번 선택지 복수응답이 2명
(5%)으로, 3학년의 경우 39명의 응답자 중 기타 선택지를 3명(7.69%)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은 그 이유로 교과서의 오류에 관한 지적과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원어민교사 충원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이 중 다수의 학생(20명 중 85%인 17명)이 교과서의 오류를 지적하였는데, 이는
교과서에 제시된 철자, 문법 설명의 불일치, 비실용적 예문 등을 교과서의 오류로 보았다. 그러
나 현재 개발되어진 교과서의 수가 많지 않고 교과서 편찬 위원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
의 질적 우수에 관한 비교 우위를 가릴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2학년의 경우
기타 선택지를 선택한 학생의 이유로는 베트남 자료수집의 어려움, 베트남 관련 정보의 한계, 베
트남어 교재의 오류, 적은 문화수업을 이유로 답하였다. 3학년의 경우 기타를 선택한 이유로 원
어민교사의 필요성, 베트남어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 표 12> 베트남 문화에 관한 관심도
베트남 문화에 관한 관심도
예
아니오
무응답

1학년
45
3
0

인원
2학년
38
2
0

3학년
39
0
0

비율(%)
96
3.9
0

학생들의 베트남 문화에 관한 질문에 1학년은 45명(93.7%), 2학년은 38명(95%)으로 3학년은 39
명(100%), 전체 총 96%의 학생이 ‘예’라고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특히 3학년에서는 ‘아니오’
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무하여 타 학년의 경우보다 가장 높은 비율로 학생들의 대다수가 베트남
문화에 관심을 나타냈다.
<표 13> 베트남을 이해하는 도구로 필요한 것
베트남을 이해하는 도구
교과서 위주의 수업
베트남 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수업
수험서와 같은 부교재를 활용한 수업
잘 모르겠음
기타
무응답

1학년
2
42
1
2
1
0

인원
2학년
1
36
1
2
0
0

3학년
1
35
1
1
1
0

비율(%)
3.1
88.9
2.3
3.9
1.5
0

응답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선택지는 ‘베트남 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수업’으로 전체 응답
자 127명 중 113명(88.9%)의 응답자가 선택하였다. 이는 베트남어 학습의 흥미 유발 원인이 ‘베
트남 문화가 흥미로워서’와 베트남 문화에 관심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것과
큰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또한 1학년 응답자 48명 중 1명(2.0%)이 기타 선택지를 선택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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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회화수업이라고 응답하였다. 3학년의 경우도 39명의 응답자 중 기타 선택지를 1명(2.56%)
이 선택하였고 그 이유는 베트남 방문이라고 응답했다.
< 표 14> 베트남 문화 콘텐츠 수업으로 관심이 가는 분야
베트남문화 콘텐츠 수업 중 관심분야
예술
역사
생활
지리
기타
무응답

인원
1학년
10
4
29
1
2
0(+2)

2학년
9
4
20
2
3
1(+1)

3학년
12
5
17
1
2
1(+1)

비율(%)
24.4
10.2
51.9
3.1
5.5
4.7

베트남 문화 콘텐츠 수업으로 관심이 가는 분야의 질문에 생활 영역을 1학년 48명 중 29명
(60.4%)이, 2학년 학생 40명 중 20명(50%)이, 3학년 39명 중 17명(43.5%)이 선택하여 응답자 127

명 중 66명(51.9%)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또한 1학년이 기타 선택지를 2명(4.1%) 선택하였고
1,2번 선택지 중복 응답자 1명(2.0%), 1,3번 선택지 중복 응답자 1명(2.0%)이 선택하였다. 2학년의

경우 40명 중 기타 선택지 3명(7.5%), 1,3번 선택지 중복응답자 1명(2.5%)으로 응답하였다. 3학년
의 경우 39명의 응답자 중 기타 선택지 2명(5.1%) 1,3번 선택지 중복 응답자 1명(2.56%)으로 나
타났다. 1학년 기타 선택지를 선택한 응답자가 원하는 분야는 정치, 경제, 음식문화라고 답하였
고 2학년의 경우 기타 선택지를 선택한 응답자가 원하는 분야는 음식 이라고 답하였으며 3학년
은 원하는 분야로 최근산업전망 이라고 답하였다. 기타 선택지를 선택한 응답자 7명 중 원하는
분야를 음식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명인데, 음식 또한 생활영역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3번 선택
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중복 답을 선택한 응답자 4명 중 1,3번을 선택한 응
답자가 3명인 것으로 보았을 때, 생활영역을 원하는 분야로 꼽는 응답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3) 조사결과

베트남어를 배우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9개의 질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베트남어를 배
우는 대다수의 학생이 베트남어에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흥미를 갖게 된 이유로 베트남 문화가
흥미롭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학생들의 대다수가 베트남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베트남어 수업에서 베트남 문화를 통하여 언어를 학습하는 시간은 적었으며, 특히
일정한 시간에 베트남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닌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산발적 학습이 이루어지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충남외고에서는 현 1, 2학년의 경우 새로운 교과과정으로 3학년에 진급하여 베트남 문화
과목을 배우게 되는 셈인데, 이 경우 3학년 2학기에 문화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입시준비에 맞물
려 깊이 있는 문화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과학습의 편성은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년간의 수업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문화 과목의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문화 교과서 내에 수록된 베트남어 지문을 해석하고 읽히는 정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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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고 문화 교과서의 베트남어 지문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감안
한다면 베트남 문화 교과서가 가르치고자 하는 베트남 문화의 이해에 관한 목표의 방향성이 흐
려질 우려가 있다.
학생들은 수업 환경에 있어 불만스러운 점으로 교과서 일부의 오류, 교재의 지루함과 다양하
지 못한 교육 자료를 가지고 수업시간에 참여하게 되는 비능률적 환경에서 베트남어 학습을 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수업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생들은 베트남 문
화를 활용한 콘텐츠 수업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 베트남어 교재에서 지루함을 느
낀다거나 다양하지 못한 교육 자료는 모두 앞서 살펴본 설문 중 베트남어 학습에 흥미를 느끼는
부분인 ‘문화’분야의 교육이 확대 된다면 학생들의 흥미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자가 베트남어 학습의 흥미를 고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언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문화교육’과 이에 따른 문화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한 것이 학생들의 수요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 방안이 교사의 개별적인 개발에서 그치
는 것이 아닌 베트남어 교과서 개발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2. 교수자 인터뷰
1) 조사방법

우선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충남외국어고등학교,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권선고등학
교 등 3개 학교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거나 재직 중인 교사들은 모두 베트남어 교육 관련 자격증
을 취득하지 않은 베트남어 전공자이다. 이것은 베트남어가 제2외국어 교과목으로 인정되기 이
전에 베트남어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베트남어를 전
공으로 가르치고 있는 충남외고의 경우도 베트남어를 전공한 전일제 강사 및 베트남어를 전공하
고 타 학문의 교육을 전공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또한, 권선고와 건국대학교부고의 경
우도 학부에서 베트남어를 전공한 베트남 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자를 강사로 채용하여 운영
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베트남어 교직과정을 개설한 학교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처음으로 베트
남어 교육 석사19)과정을 2015년 가을학기에 모집하였으며, 청운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경
우, 학부생에게 베트남어 교직 이수관련 수업을 하고 있어, 베트남어 교원 배출에 있어서 얼마간
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어가 고등학교 제2외국어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충남외국어고등학교,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권선고등학교 등 3개 학교의 전, 현직 베트남어 강사들은 어떤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교육 중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충남외고의 전직 한국인 교사
2명, 현직 한국인 교사 2명, 베트남 원어민 교사 1명, 그리고 현 건대부고와 권선고 교사 각 2명

등 총 7명의 교사에게 이틀에 걸쳐 베트남어 교육 및 베트남문화 교육에 관련한 15개의 문항으
로 구성된 선택형의 질문을 하였다.

19) 참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URL: http://edu.bufs.ac.kr/html/02_class/class_12_01.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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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우선 베트남어 교사의 교육경력에 관한 질문에 1년 미만 2명, 2년 미만 2명, 3년 미만 2명, 5
년 이상 1명으로 응답하였다.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진 경우는 베트남 원어민 교사로 베트
남에서 한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베트남어를 교육하였던 경험과 충남외국어고등학교에서 근무
하였던 경험을 포함한 것이다. 한국인 교사의 경우 3년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 2명은 전직 충남
외국어고등학교의 교사로 충남외국어고등학교에서 초창기부터 학생들을 지도하였던 교사들이며
현재 충남외국어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는 2년 1명, 1년 1명이다.
일주일 동안 베트남어 수업시수의 양을 물었을 때 4시간 1명, 8시간 1명, 10시간 이상은 5명으
로 10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5명의 교사들은 충남외국어고등학교에서 전일제 강사로 재직하였거
나 재직 중인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교사이다. 이들은 주 5일,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
의 근무시간으로, 교과 과목 수업, 학교 행정업무 분담, 학년 담임과 같은 일반 교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20)하였다.
또한 베트남어 수업 이외에 창의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구성된 베트남 연구 동아리 ‘Anh Ch!
Em’에서 학생들의 동아리 운영을 지도하며 문화와 관련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 시간 외 근무로 방과 후 학습을 전담하여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에게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교재를 활용하여 베트남어 학습 지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4시간과 8시간이라고 응답한 교사들은 권선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교사

로 베트남어 및 베트남 역사, 사회, 문화전반에 관한 학습을 목적으로 교육을 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교육 환경은 일반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전공어로서의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충남외국어고
등학교에 비하여 다소 짧은 시간이다.
이러한 일주일의 수업 동안 교사들은 주로 언어를 중심으로 교육하였으며 문화교육과 수능 관
련 교육을 함께 병행하였다. 3개 학교 전부 언어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문화교육, 수능 관련 교육의 경우 교육의 주가 되는 언어 교육 이외에 부수적으로 문화교육과
수능 관련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조사한 학생들의 수업시간에 관련한 설문 중
문화교육시간과 관련하여 문화교육이 자투리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과 일치한다.
교사들이 베트남 관련 교육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교재는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교사 전원
이 교과서라고 대답하였으며 추가로 자체 제작 유인물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자체 제작 유인물
의 경우 베트남 노래, 베트남 역사에 관련한 문화수업을 하거나 문법지문을 보충하는 경우 사용
하는 것이며, 이처럼 교사 전원이 교과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현재 개발되어진 교재
가 매우 한정적이고 기타 교재의 경우 EBS 교재를 제외한 기타의 서적들은 대부분이 불특정 연
령 다수를 위한 교재이므로 중·고등학생들이 배우기에는 다소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사용에 어
려움이 따를 것이다.
교사들이 교과서를 주로 사용할 때 학생들의 학습 능률이 높은지를 묻는 질문에 3명의 교사가
학습 능률이 높다고 대답하였고 거의 높은 편이라고 답하는 교사도 3명이었으며 거의 아닌 편이
라고 답한 경우도 1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다수의 학생들이 베트남어 학습능률이 높은 것으
로 보이며 교과서로 학습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의 설문
20) 2011년부터 재직하여 3년간 재직한교사와 2012년 7월부터 재직하여 3년간 재직한 교사의 경우 담임업무를 전담하
기도 하였으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사 중 기간제 교사 1명만 담임을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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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베트남어 수업에 관한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에 기타 의견 중 다수의 학생이 교과서의 오류와
교재의 지루함, 다양하지 못한 교육 자료를 꼽은 것으로 보았을 때 교사들이 앞으로 교과서의
활용에 있어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할만한 교과서의 보완이 필요함을 짐작 할 수 있다. 또한 학
생들의 학습 능률이 높지 않은 경우 교사들은 그 원인을 수업이 지루하거나 수업시간이 적고 관
심분야에 관한 내용이 수업내용에서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학생들의 흥
미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과 연관 지어볼 때 베트남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다
수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수업의 방향을 맞춘다면 수업의 흥미도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따른 문화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였을 때, 3명의 교사가
따르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교사 또한 3명이었으며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
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기술하기도 하였다. 긍정적
인 답변을 한 교사의 경우는 충남외국어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교사 2명과 원어민 교
사 1명으로 베트남어 전공 언어 교육 및 비전공 제2외국어 교육 시수에 따른 베트남어 수업과
창의체험학습 시간에 이루어지는 문화교육이 고루 구성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수업 시수 안에서
가능한 대답이라고 사료된다.
부정적인 답변을 한 교사들은 권선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의 경우인데 그
에 대한 이유를 물었을 때 수업 시수 부족, 수능 입시 위주의 베트남어 수업, 언어 교육에 집중
된 베트남어 학습을 원인으로 꼽았으며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베트남어와 문화를 병행 학습하기
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충남외국어고등학교는 3학년 과정에 문화과목
을 교육하기 때문에 3학년 학생들의 입시준비를 감안한다면 문화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은 긍정
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업 시수 부족과 수능 입시 위주의 베트남어 수업, 언어 교육에 집중된 교육시간 속
에서 교사들은 베트남어 학습에 문화콘텐츠의 활용이 효과적일 것인가에 관하여 질문하였을 때,
교사들 모두 효과가 있다고 대답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대답이다. 비록 현 상황에 맞추어 교과
서를 통한 문법과 회화 중심의 언어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언어학습의 흥미도를 높여 학
습 능률을 고취시키는 것의 방법으로 문화콘텐츠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사들이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중, 현재 베트남어 학습을 하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콘텐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을 때, 4명의 교사는 영상자료라고 대답하였으며 3명
의 교사는 도서, 영상, 활동자료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베트남 관련 문화교육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을 때 교사
모두가 동일하게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언어 교육 위주의 교육환경에서도 교사 전원이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편 교사들에게 베트남 관련 수업 중 교과서 이외에 문화에 관련한 자료를 어디에서 공급받
는지, 교육 콘텐츠를 공급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였을 때, 대다수의 교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서적, 베트남 현지 조달과 같은 답변이 있었다. 그러나 인
터넷을 통한 자료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걸러낼 여과 장치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찾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며, 교과의 내용에 부합한 교
육 자료를 제작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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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비정규 전일제 강사인 베트남어 교사가 일반 교원들과 같은 시수
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의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베트남 문화 자료를 찾아 연
구하고 응용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또한 향후 정규 교원
과정을 이수한 베트남어 교사가 각 학교에 자리 잡게 되는 시기에도 이러한 어려움은 동일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교사들에게 교육과 관련한 콘텐츠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지를
물었을 때 교사들은 매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응답자 중 원어민
교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질문의 대답으로 미루어 보아 베트남 문화를 가르치고자 하
는 베트남어 교사들에게 베트남에 관련된 문화 교육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여 제공하는 교과 관
련 창구를 마련한다면 효과적인 교육과 학습 능률 및 흥미도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
로 보인다. 교사들 역시 매우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3) 조사결과

교사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베트남어 수업시간 중 문화 관련 자료들을 사용하고, 또 사용
하고자 하는 교사의 수요를 알 수 있었으며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베트남어 교육 관련 연구 자료
및 베트남 관련 교육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육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과 베트남어 이해를 위한 문화교육콘텐츠 개발은 본 연구
자의 고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제2외국어가 모색하고자 하는 방향이며 현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자 하는 목표이자 학생과 교사 모두가 원하고 있는 형태의 학습 방법임을 알 수 있었기에 이에
관련한 문화콘텐츠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IV. 교수자 교수사례
본 장에서는 문화교육콘텐츠의 개발 모형에 관해서 충남외국어고등학교의 교수사례를 살펴보
고자 한다.
1) 수업대상

충남외고의 한국인 교사였던 본 연구자와 베트남 원어민 교사인 응우옌 티 타인 떰 교사가 고
등학교에서의 학기가 처음 시작되어 베트남에 대한 관심도가 2, 3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1학년 학생들에게 베트남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유발 및 처음 베트남어를 학습하는 부담감을 감

소시키고자 실시하였다.
2) 수업내용
1학기 2주차 수업시간에 호칭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베트남 동요수업을 실시하였으며, 1학기

후반(10~11주차)에 동사와 수사의 학습이 완료되어 베트남어에 대한 회화능력이 일정부분 가능
할 무렵 베트남 전통놀이인 깃발 뺏기 수업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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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동요 수업 모형 예시 1

<그림 9>는 베트남어를 시작하는 단계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베트남 동요이다. 교사는 학생

들에게 베트남어의 호칭과 인사에 관련한 목표어를 제시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인사 할 때 호칭
을 사용하여 자신과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춰 친밀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문화적 특징을
설명하고 호칭의 종류와 인사 유형을 소개하여 학생들의 회화 학습을 돕는다. 50분의 문법, 회화
수업이 이루어진 후 <그림 9>와 같은 베트남 동요의 베트남어로 된 가사를 제시하고 해석해 주
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인사법을 학생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들이 가사의 문장
을 완성하는 동안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를 도우며 가사가 채워진 후 동요를 불러보며 호칭에 관
한 사용이 자연스럽게 학습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호칭과 인사에 관한 학습을 마무리한다.

<그림 10> 깃발 뺏기 수업 모형 예시 2

베트남어로 ‘가다’, ‘돌아오다’, ‘오르다’와 ‘잡다’와 같은 동사와 10의 단위가 넘어가는 숫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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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학생들은 <그림10>과 같은 ‘베트남깃발 뺏기 놀이’ 유인물을 통하여 그동안 학습하였던 어
휘들을 복습함과 동시에 베트남 전통놀이의 이해 및 베트남의 생활문화를 간접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베트남어로 진행하는 놀이를 통해 베트남어를 학습하고 학생들과의 단합 능력 및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베트남 문화 학습을 통하여 언어학습에 대한 거
리감을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다.
3) 수업결과

학습자들은 수업 모형을 통하여 베트남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어 즐거운 분위기의 학
습참여 모습을 보였으며 학습을 통해 성취감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림 9>와 같
은 베트남 동요수업에서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하는 베트남 동요를 찾아야 할 필
요가 있었으며, <그림 10>과 같은 깃발 뺏기 전통놀이의 경우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나 일부의 타 교과 교수자는 베트남어 학습과 관련이 없는 것으
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베트남 전통놀이 수업의 준비를 위한 교육 자료를 준비
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적인 제약이 따랐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자료가 제시된 인터넷 창구,
교사용 지도서 혹은 미디어 자료가 보충된다면 교육에 관한 어려움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비단 본 장에서 다룬 두 가지 예시로 베트남어 교육을 위한 문화교육콘텐츠의 모형을 모두 설
명할 수는 없으나, 두 가지 예시를 통하여 학습자가 언어학습에 있어 원어민과의 회화나 문법적
인 이해만이 아닌 문화적 활동, 체험, 놀이 등을 통한 어휘 및 문장의 반복학습이 학생들의 흥미
도를 증가시키며 학습적 부담감이 적은 즐거운 학습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알 때, 베트남어 이해
를 도모하기 위한 문화교육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베트남어 학습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까?”라는 자문을 시작으
로, 제2외국어 베트남어 교육의 수업 방안을 모색하였다. 교육현장에서 제2외국어로 베트남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단순히 문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휘와 문장이 생성된 근본적인 이유
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화를 활용한 학습도 겸하길 바랐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어 학습을 위한 문화교육콘텐츠의 개발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미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문화적 학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한국도
이미 문화교육을 통한 외국어 교육,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제2외국어 교육,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교육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서도 언어교육을 위한 문화교육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
었다. 베트남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각종 제2외국어 영역에서도 흥
미롭고 깊이 있는 언어교육을 위해 문화교육을 겸하는 다양한 학습 교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현장에서의 베트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교육
을 위한 문화교육콘텐츠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 설문하였다. 설문 결과, 학습자 역시 베트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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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과정에서 베트남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교과서를 통해서만은 충족될 수 없기에 문화콘텐
츠를 활용한 베트남어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학습자의 흥미로
운 언어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제2외국어 베트남어 교수자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베트남어 교육에 다차원적인 문화콘텐츠
의 활용이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현실적인 여건상 교과서를 통해 언어학습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학습자의 학습 능률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서, 영상, 활동자료와 같은
문화콘텐츠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문조사와 인터뷰의 결과, 베트남어 교육에 있어 문화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은 언어를 학습하
는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언어교육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드러
나는 요구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말미에서는 베트남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모형을 개발하여 실제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는 베트남 노래를 통한 베트남
인의 호칭 문화 배우기 및 베트남 깃발 뺏기 전통놀이를 통한 동사의 활용 등의 내용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베트남어 수업 모형은 보다 다각도의 학술적 분석을 통하여 개발
될 필요성이 있으며, 그 실효성도 심층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과
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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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고등학교 학습자용 설문지
* 본 설문지에 응해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

7. 귀하는 베트남어 학습에 흥미를 느끼는 편입니

문지는 베트남 관련 교육환경 개선을 제안 하는 연구논문을 위

까 (선택지 ②,④,⑤번을 선택한 경우 9번으로 이

해 활용 되는 것 이외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사용

동)

되지 않을 것임을 밝히며, 베트남에 관한 귀하의 부정적 인식
이나 긍정적 인식과 관련하여 부담 없는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나이를 적어 주십시오.

④ 거의 아닌 편이다
⑤ 기타(짤막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여□

8. 만약 베트남어 학습에 흥미를 느낀다면, 그 이유
는 무엇입니까

3. 베트남어를 배운 기간은?
년

② 아니다
③ 거의 그런 편이다

세

남□

① 그렇다

① 베트남어가 쉬워서

개월

② 베트남 문화가 흥미로워서

4. 베트남어를 배우는 기간 동안 배운 영역 중 문화영역이 있

③ 수능에서 베트남어가 있으므로

었습니까?

④ 잘 모르겠음

① 예

⑤ 기타(짤막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② 아니오

9. 베트남 관련 공부 중 귀하가 느낀 교육환경의 가

4-1. 문화영역이 있다면, 일주일에 몇 시간을 배우고 있습니

장 불만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까?

① 교재의 지루함

① 1시간

② 2시간

② 과도한 교과 분량

③ 3시간

④ 4시간

③ 교재의 높은 수준
④ 다양하지 못한 교육자료

⑤기타(짤막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⑤기타(짤막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5. 귀하는 베트남 문화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10. 베트남을 이해하는 도구로 무엇이 가장 필요하

① 예

다고 생각 하십니까

② 아니오

① 교과서 위주의 수업

6. 귀하는 만약 베트남 문화 콘텐츠수업이 있다면, 베트

② 베트남 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수업

남 문화영역 중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까?

③ 수험서와 같은 부교재를 활용한 수업

① 예술

② 역사

④ 잘 모르겠음

③ 생활

④ 지리

⑤기타(짤막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⑤ 기타(짤막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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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고등학교 교수자 질문지
* 본 질문에 응해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지 5. 귀하는 베트남 교육을 위해 주로 쓰는 교재는 무
는 베트남 관련 교육환경 개선을 제안 하는 연구논문을 위해 활 엇입니까
용 되는 것 이외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사용되지 않 ① 교과서
을 것임을 밝히며, 베트남에 관한 귀하의 부정적 인식이나 긍정 ② 자체 제작 유인물
적 인식과 관련하여 부담 없는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③ 교과서 이외의 수험서

1. 귀하의 교육경력 기간을 적어 주십시오.

④ 문화 콘텐츠와 관련한 교재

년

개월

⑤ 기타(짤막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2. 일주일 중 베트남 수업 총 수업시수는 몇 시간입니까?

7. 귀하의 학생들은 베트남어 학습 능률이 높은 편입니까

① 2시간 미만

(그렇다의 경우 9번 문항으로)

② 4시간 미만

① 그렇다

③ 8시간 미만

② 아니다

④ 10시간 이상

③ 거의 그런 편이다

⑤ 기타(짤막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④ 거의 아닌 편이다
⑤ 기타(짤막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3. 귀하는 베트남 관련 수업 중 어떤 수업을 주로 합니까?
(③번 이외의 선택지를 선택한 경우 5번 문항으로)

8. 베트남어 학습 능률이 높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

① 언어교육

② 역사교육

엇입니까

③ 문화교육

④ 수능관련 교육

① 수업이 지루해서

⑤ 기타(짤막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② 수업 양이 많아서
③ 수업 시간이 적어서

4. 문화를 택했다면 몇 시간 정도 입니까?

④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① 2시간 미만

⑤ 관심 분야에 관한 내용이 수업에서 충족 되지 못해서

② 4시간 미만

⑥ 기타(짤막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③ 8시간 미만
④ 10시간 이상

9. 귀하의 수업은 현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른

⑤ 기타(짤막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의 경우 11
번 문항으로)

10.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그렇다

① 수업시수 부족

② 아니다

② 컨텐츠의 부족

③ 잘 모르겠다

③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감

④ 기타(짤막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④ 수능에 관련한 수업을 해야 하므로
⑤ 기타(짤막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15. 귀하는 베트남 관련 수업 중 교재 이외에 문화

관련 자료를 주로 어디에서 공급 받습니까
11. 언어학습에 있어서 문화콘텐츠 활용이 효과가 있다고 ① 서적
생각하십니까?
② 인터넷
① 그렇다

③ 베트남 현지 조달

② 아니다

④ 사용하지 않음

③ 잘 모르겠다

⑤기타(짤막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④ 기타(짤막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16. 귀하는 베트남 수업 관련 교육콘텐츠를 찾는 데
12. 베트남 관련 교육 중 귀하가 느낀 교육 환경에 가장 에 어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필요로 하는 교구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① 도서자료

②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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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상자료

③ 아니다

③ 활동자료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④ 기타(짤막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⑤기타(짤막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13. 귀하는 베트남 관련 문화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렇다의 경우 15번 문항으로)
① 그렇다

17. 귀하는 베트남 수업 관련 교육콘텐츠를 제공하
는 곳이 있다면 활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아니다

② 그렇다

③ 잘 모르겠다

③ 아니다

④ 기타(짤막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4. 13번 문항에서 ② ③ ④의 답변을 한 원인은 무엇이라

⑤기타(짤막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고 생각 하십니까
① 현 교과서에 만족하므로
② 과도한 교과 분량의 부담으로
③ 언어위주의 수업이 중요하므로
④ 교육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⑤기타(짤막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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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힐리어 명사구의 유형적 특징, 다른 아프리카 제어들과의 비교*
21)

권명식
(한국외국어대학 아프리카어 학부 교수)

Kwon, Myong-Shik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Kiswahili Noun Phrase, comparing the
other African languages
Noun phrase is one of basic unit of grammar. It consists of the head noun and its
dependents like adjective, numeral, article, demonstrative or possessive pronoun. There are
varieties of coding strategies for the grammatical relation between the head and its modifiers.
Usually, modification is the common syntactic relation as it is in an endocentric construction.
However there are also some particular exceptions for this generalization.
In this paper I tried to characterize the basic typological characteristics of noun phrase
construction in Kiswahili, a East Highland Bantu language spoken mainly in Tanzania,
Kenya, and their neighboring countries. Regarding the constituent order, Kiswahili is a type
of head-initial language, so the order of NP is noun and modifiers. For comparison the
reverse order(modifier-noun) is provided, for example, Kambaata, Baiso, Hausa, Gbeya,
!Korana. These head-final languages are genetically different, namely Cushitic, Chadic,
Ubangian and Central Khoisan. Independent of the genetic inheritance typological pattern can
be the same cross-linguistically. There are also many languages which follow the Kiswahili
NP-ordering, such as Hadza, ǂHõã, /Xam, Datooga, Surma, Iraqw, Ewe. These languages
belong to Khoisan, Cushitic, Eastern Sudanic and Kwa.
It is well-known that grammatical relation can be expressed syntactically in one hand, and
also morphologically. This means the marking strategies on the relevant words. Typologically
we say two kinds of marking on word. In our example of NP construction, we can divide
into head and dependent. In this regards Kiswahili is a type of head and dependent marking
language. The head noun is expressed with its class prefix and this syntactic informations are
copied on the modifiers as agreement prefixes. In contrast, there in no marking at all on the
head, also on the dependent in ǂHõã. !Korana is a dependent marking, while Datooga, on the
other hand, head-marking. The latter case is typologically odd, because the head noun signals
what kind of modifer will be given next regarding case. In this sense the marking form is
called ‘construct state’, whereby the grammatical relation between the head noun and its

* 이 논문은 한국 외국어 교육 학회 학술대회(2017년 9월) 발표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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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r is no more that of modification, but of government.
The govern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head and dependent occurs usually by the head
verb and its arguments or adposition and its complement NP. In case of Kiswahili, as in NP
the head-marked subject and object referenced agreement affixes are indexed on the verbal
root. However there is no marking between preposition and its complement. We can trace
many grammaticalized paths of Kiswahili preposition from noun and also from verbs. In case
of nominal possessive constructions it is hardly clear to identify the word class, or phrase
whereby the construction can be identified as prepositional phrase and also as a linker
between the noun phrases synchronically. It can be best explained as a intermediate stages of
structural change from NP to PP diachronically.
As have done in endocentric construction of NP, we have provided other type of
constructions

regarding

the

ex-centric

constructions

like

verb/argument,

and

adposition/complement constructions following the three coding strategies.
Key words: Kiswahili NP, typology, head & dependent, modification & government, African
languages

1. 서론
특정 언어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명사이다.1) 언어를 구성하는
어휘 요소와 문법 요소들 가운데 시간 안정성 척도에서 가장 안정적인 대상들, 요컨대 인간의
인식과정에서 비교적 변화가 없는 대상들이 보통 명사로 코드화 된다.2) 명사에 관련된 다양한
문법 범주들에 따라 명사구조가 언어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범주들은 성, 수, 부
류, 격, 한정성 등인데 이 특질들이 접사 혹은 어근변이 등 다양한 형태로 실현된다.3) 다음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들과 함께 명사는 명사구를 형성한다.4) 스와힐리어 명사구 구조가 이 논문
1) 언어의 가장 기본 되는 두 가지 기능은 지시와 서술인데(Lehmann 1987) 이는 전형적으로 명사와 동사로 실현된다.
명사는 실세계에 있는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갖지만 때로는 서술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명사라는
요소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면 해당 언어의 유형적 특질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 명사와 명사범주 그리고
명사구 구조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Givón(1984, 1990, 2001), Dryer(2007), Andrews(2007), Bickel & Nichols (2007) 참
조. 유형론적 시각에서 라틴어 명사구 특징을 설명한 논문으로는 Lehmann(1987).
2) 명사라는 단어 자체도 나름의 내적 구조를 갖는다. 가장 단순한 형태를 지닌 경우는 고유명사로 구조가 없이 대상
을 지시한다. 예컨대 Juma는 ‘주마’라는 인물을 지시하여 이에 관련된 문법적 요소 예컨대 부류, 수, 한정성을 적용
시킬 수 없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스와힐리 명사는 접사와 어근으로 이루어져 접사는 다양한 문법기능을 나타낸다.
문법요소는 파생과 굴절로 나뉘며 이는 접두사와 접미사로 실현된다. m-winda-ji CL1-hunt-AGT ‘hunter’에서 보듯 수
와 부류가 접두사 m-으로 나타나며, 행위자를 나타내는 파생어미가 –ji로 실현되고 있다. 이 같은 패턴이 스와힐
리 명사의 기본구조이다.
3) 언어의 유형비교에서는 이 같은 문법 범주들이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 지가 주 관심사이다. 이는 문법기술 및 설명
의 핵심 내용이다. 대개는 어근을 중심으로 접사가 전후 어디에 나타나는 지, 혹은 어간 변이가 나타나는 지, 아니
면 문법기능이 별개의 단어로 실현되는 지가 단어구조의 특징이 된다.
4) 명사구는 명사가 중심(head)이 되는 내심(endocentric)구조이다. 단어에서 어근을 중심으로 접사의 실현양상을 비교하
듯이 명사구에서는 중심을 기준으로 수식어들, 요컨대 의존소들(dependents)이 어떻게 실현되는 지가 비교 및 설명

- 526 -

의 핵심주제이다. 이는 언어의 선형성에 따라 어순이 가장 기초적 통사관계 표시 장치로 등장한
다. 이에 덧붙여 형태표지들이 나타나게 되는 데 중심표시 경우와 의존소 표시 유형으로 나뉜다.
명사구 내적 구조와 더불어 외적 구조에서는 절 내의 술어가에 따라 명사구는 보통 논항으로 기
능한다. 핵심기능으로 주어, 목적어가 있고 그 이외의 주변 논항으로서 부치사 없이 명사구가 나
타날 수 있다.

2. 내적 구조
술어의 논항으로 작용하거나, 전치사의 보어로 작용하는 경우를 외적 구조라 하고 반대로 명
사가 중심이 되어 수식이나, 한정을 받는 경우 내적 구조라 한다. 이는 문법관계의 유형과 직결
되는데 내심구조와 외심구조로 불릴 수 있다. 통사범주인 품사에 따라 다양한 명사구 패턴이 등
장한다.
2.1 중심명사와 수식어
2.1.1 명사구조

명사구를 논하기에 앞서 명사 구조를 보면 반투어가 모두 그러하듯 기본적으로 접두사-어근
형식을 따른다. 접두사는 부류와 수를 나타내고 어근이 어휘의미를 갖는다. 아래 예에서 CL1은
1-부류를 나타냄과 동시에 단수를 나타내며, CL2는 복수를 나타낸다. 부류(성)와 수 범주가 하나

의 형태 안에 축적되어 있다(cumulative). 이는 융합어 유형(fusional language type)에서 흔히 나타
나는 범주 융합의 경우이다.
(1)

m-tu

‘사람’

CL1-man

wa-tu

‘사람들’

CL2-man

고유명사는 접두사가 없다. 명사 중 표면상 접두사가 없는 것이 있으나 이는 음성적 요인에
의해 생략된 것이다. 이는 어근만으로 된 단어인데(bare word), 전형적인 명사 형태에서 벗어난
사례이다. 고유명사인 경우 구조적 차이뿐만 아니라 형용사의 수식이나, 한정어의 한정을 받지
못한다(*Juma mzuri ‘good Juma’, *Juma huyu ‘this Juma’). 이와 달리 음성적 이유로 접사가 실현
되지 않아 어근만으로 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제로-형태소로 분석해야 한다.
고유명사와 달리 수식이나 한정을 받는다(simba m-kali ‘fierce lion’, simba huyu ‘this lion’).
(2)

Juma

‘주마’

ø-simba

‘사자’

CL9-lion
의 핵심내용이 된다. 의존소는 수식어(modifier)와 한정어(determiner)로 나뉘는데 전자는 형용사, 수사가 대표적이고
후자는 소유사, 관사, 지시대명사가 대표적이다. 명사구 구조는 어순과 표지(marking)양상을 다룬다. 중심선행인지
후행인지, 표시에서는 중심표시인지, 의존소 표시인지가 주 관심사가 된다(Nichols 1986). 스와힐리어는 다른 반투어
들과 마찬가지지 중심선행 유형이며 표시는 호응을 통해 중심/의존소 모두 표시하는 패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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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들 중에서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들이 있는데 이때 접미사가 나타난다. 요컨대 스와힐리
명사구조는 굴절요소인 부류 접두사가 선행하고 그 다음 어근이 온 후 파생접미사가 뒤 따르는
구조(CL-ROOT-DER)이다.5)
(3)

-wind-a ‘사냥하다’

m-wind-aji

hunt-IND

CL1-hunt-AGT

‘사냥꾼’

비교적 관점에서 스와힐리어와 다른 아프리카어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형태 기본 패
턴과 관련하여 고대 이집트어는 접사가 보이지 않는다. 어근 안 자음형태로 파생의미가 들어가
있다. 스와힐리어의 고유명사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이런 식의 표현을 ‘딱지(label)’라 부르는데
단어구조나 문법적 정보가 전혀 없다.6)
(4) Old Egyptian

zh
_ɜ

v. 쓰다

zh
_ɜw

n. 서기, 글 쓰는 자

[Nomen Agentis]

이와 달리 대부분의 명사는 어휘어미를 지닌 어근 이외에 다양한 문법 기능을 지닌 요소들이
접사 등 다양한 형태로 단어를 함께 구성한다. 여러 형태소들로 이루어진 이 단어들은 나름의
구조를 지닌다. 형태소를 바탕으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형태소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분리가 불가
능한 유형들의 언어들이 있다. 예컨대 이집트어와 같은 아프로-아시아어로 셈어에 속하는 아랍
어에서 접사가 없이 어근 내 자음의 변이, 추가, 삽입 혹은 음장 변화로 명사특질들이 표현된다.
수평선상으로는 접사는 없어 ‘딱지’ 구조를 하고 있으나 수와 같은 문법정보가 수평적으로(연쇄
적으로, concatenate)가 아니고 비-선형적으로(non-linear)으로 나타나 스와힐리어와 큰 대조를 이룬
다.
(5) Arabic

walad

sg. 'boy'

awalād

pl. 'boys’

같은 셈어이지만 쿠쉬어 영향을 받은 에티오피아 셈어들, 예컨대 암하라어 명사는 첨가어적
패턴을 유지하여 접미사구조를 하고 있다. 한정성과 격이 접미사로 나타난다.7) 접두형인 스와힐
리어와 반대이다.

5) 스와힐리 명사들 중에서 추상명사는 복수가 없다. 수표지가 결여된 경우이다(u-huru CL14-freedom). 요컨대 14부류의
{u-}는 부류만 나타낼 뿐 단수/복수의 여부는 나타내지 않는다. 동명사부류인 ku-soma ‘reading’도 마찬가지이다. 스
와힐리명사 규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장소부류에 해당되는 표현들이다. 예컨대 nyumba-ni ‘house-LOC’ ‘in
the house’에서 보듯 통사적으로 nyumbani는 명사로 취급되지만(명사구의 중심, 혹은 절의 주어), 의미적으로 그리고
단어구조상으로는 전형적인 명사로 간주되기 어렵다. 명사범주의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로 권명식(1998).
6) 실세계의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구는 단순히 가리키는 것(indicating)과 그 지시물을 묘사하는 것(characterizing)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중심과 넓은 의미의 수식어로 이루어진 명사구는 기능적으로 이 두 양대 축을 바탕으로 그 중간
에 연속체를 이룬다. ‘딱지(lebel)’는 지시의 맨 끝에 위치한다(Lehmann 1991: 3).
7) 소유대명사가 별도의 단어로 실현되어 중심명사와 명사구를 이루지만 언어에 따라서는 소유대명사 같은 한정어가
명사어근에 접사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암하라어에서는 한정성을 나타내는 관사가 접미사로 나타나지만 쿨리악
어의 익(Ik)은 소유 대명사가 접두사로 나타난다. ntsi-ima 3.SG-child ‘his child’ Serzisko 2004: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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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mharic

borsa-w-n
wallet-DEF-ACC

‘the wallet’

암하라어에서는 한정의미가 명사 단어 내에 표시되지만 스와힐리어에서는 별도의 단어로 나타
난다. 한 단계 높은 명사구로 실현된다.8) 구가 되면 어순과 문법관계를 표시하는 다양한 양상들
이 나타나게 된다.
2.1.2 명사구 구조

다음은 형용사나 지시대명사가 명사를 수식하거나 한정하는 스와힐리 명사구 구조이다. 스와
힐리 명사구는 중심명사 선행(head-initial)어순으로 형용사나 지시사가 뒤 따른다. 명사의 부류에
따라 형용사나 지시 대명사가 호응한다.9) 중심과 의존소 사이의 문법관계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어순과 함께 두 요소 모두를 표시하는 패턴이다. 참고로 한국어와 영어에서는 형용사와 같은 의
존소가 앞에 오며, 이들 사이에 호응도 없다.
(7) Swahili

m-tu

m-zuri

yu-le
‘저 좋은 사람(that good man)’

CL1-man CL1-good CL1-that

중심과 의존소 어순이 스와힐어와 반대로 나타날 수 있으며, 부류 호응(head driven이 아니라
중심명사의 격(case)이나 성(gender)이 복제될 수도 있다. 예컨대 쿠쉬어(AA)인 캄바타의 경우 영
어처럼 수식어가 앞에 오며, 격과 성이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에도 표시(복사)된다. 스와힐리
부류 호응 대신 격과 성-호응을 하고 있다.
(8) Kambaata10)

muccur-ú-ta

zenq-ú-ta

clean-ACC-F

mug-ACC-F

'clean mug'

Treis 2012: 7

접사가 아니라 분철(clitic) 지위를 지닌 문법 형태들(formatives)이 있다. 이들의 ‘숙주(host)’는
명사가 아니라 명사구이다. 에베어에서는 수식어가 후철(enclitic)로 뒤에 오지만, 명사 범주인 한
정성, 복수 표지가 명사에 직접 붙지 않고 명사구 뒤에 온다. 그러므로 NP 구성성분이라는 구단위를 고려하지 않으면 형용사에 명사범주가 온 것처럼 보인다.
8) 구성성분의 단위에 따라 단어와 구로 나뉘지만 동일한 문법 범주가 언어유형에 따라 단어 내 접사로 실현되기도
하고, 하나의 구를 형성하여 단어들 사이의 어순이나 표지 패턴으로 문법범주가 실현되기도 하는 데 이 다양한 패
턴의 비교가 유형론적 접근의 핵심이다.
9) 중심명사의 특질인 1부류 단수라 문법정보가 형용사와 대명사에 그대로 복제되는 것이 호응(agreement)이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중심이기 때문에 의존소인 형용사는 중심명사가 달라지면 호응표지도 달라진다. ki-su ki-zuri ‘좋은
칼’.
10) 쿠쉬어의 명사구 구조에 대하여서는 다른 곳(권명식 2016: 14-17)에서 이미 취급한 바 있다. 캄바타와 가장 유사한
구조를 하고 있는 고지어인 시다마와 달리 바이소는 형용사 선행하지만 접두사로 연결형태소가 온다(ka-njinki
ibaaddo CN-big man 'a big man'). 이외에 콘소, 소말리, 다할로, 이라쿠에는 반대 어순으로 수식어가 뒤에 온다. 표
시 행태를 보면 콘소, 소말리, 다할로는 없는데, 콘소와 바이소는 다른 어순도 허용한다. 이 때 다른 변이형 구조에
서는 별도 표지가 나타난다. 특이한 점은 바이소의 경우 형용사 수식에서도 연결사가 나타나고, 이라쿠의 경우는
형용사가 아니라 중심명사에 소유표지가 오므로 격이 아니라 구성형태(construct state)이다. 같은 쿠쉬어라 해도 구
조가 서로 다양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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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we

ati nyui-a-wo
‘그 아름다운 나무들’

tree beautiful-DEF-PL

스와힐리어 명사구에서 형용사 이외에 수사, 양사가 수식어로 온 경우가 있다. 이때 어순, 호
응, 문법관계 표시는 형용사의 경우와 동일하다.
(10) Swahili

ki-su ki-moja

vi-su vi-ngi ( < vi-ingi)

CL7-knife CL7-one

CL8-knife CL8-many

‘one knife’

’many knives’

2.2 한정어와 소유 구문

수식어는 지시대상의 특질이나 모습을 나타냄으로서 중심명사를 보다 세부적으로 묘사하지만
(specifying), 한정어는 발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들이 외적으로 어떻게 규정

되는 지를 표현하는 품사들이다. 관사나 지시대명사 그리고 소유대명사가 대표적이다. 한정어는
수식어 보다 중심으로부터 외곽에 위치한다(7). 영어에서 정관사 혹은 부정관사로 표현되는 한정
성(definiteness) 여부가 스와힐리어에서는 관사가 없기에 지시대명사 원칭으로 표현된다. 지시대
명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어순이 바뀐다.11)
(11) Swahili

yule m-toto
CL1-ART CL1-child

'the child'

관사와 지시사 이외의 한정어로는 소유 구문이 있다. 이는 대명사 소유문과 명사 소유문이 있
는데 전자는 소유대명사 구문이라 하기도 하고, 후자는 속격구문이라 할 수도 있다. 스와힐리 소
유사는 한정어로서 중심 뒤에 오며 명사와 대명사적 호응을 하여 수식어의 형용사적 호응과 차
별화 된다.12) 다음은 소유대명사 구문인데 대명사는 호응접사, 연결사 그리고 어근 등 세 개 요
소로 이루어져 있다.
(12)

ki-tabu ch-a-ngu

CL7-book CL7-CONN-1.SG.GEN

'my book'

명사적 소유구문에서는 두 개의 명사가 연결사로 연결되지만 의미적으로 소유 이외의 다양한
기능들이 나타난다.13)
11) 관사에 의해 표현되는 한정성이 반투어의 경우 별도의 추가 접두사(augment)에 의해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키냐
르완다의 경우 추가접두사가 오면 비한정, 안 오면 한정 기능을 갖는다. mu-gaanga CL1-doctor ‘the doctor’,
u-mu-gaanga AUG-CL1-doctor ‘a doctor’ Kimenyi 2004: 1529.
12) 아랍어 같은 굴절어에서는 소유대명사가 명사어근에 붙어 실현된다. bet-i ‘my house’ bet-ek ‘your house’ bet-uh ‘his
house’ (Serzisko 2004:1100). 이럴 경우 소유대명사가 아니라 속격 인칭대명사요소라 불러야 할 것이다.
13) 두 개의 명사가 병렬될 뿐(juxtaposition) 소유표지가 없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소말리 소유구문에서는 한정성과
수, 성이 표시된 명사가 병렬된다. faras-ka nin-ka horse-ART.SG.M man-ART.SG.M ‘the horse of the man’ (Serzisko
2004: 1093). 같은 반투어라 해도 스와힐리어와 달리 연결사가 소유명사 앞에 붙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의존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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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부의 쟁기(the hoe of the farmer)'

jembe l-a m-kulima
CL5.hoe CL5-CONN CL1-farmer

위 예문은 소유를 나타내는 명사구(NP)로 간주하여 이 항목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형태적으로
보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요컨대 연결사인 la를 전치사로 볼 수도 있다. 유형적으로 중심명사
와 한정 명사 어느 곳도 아닌 중간에 연결표지가 온 경우이다.14) 유형적으로 분리소유와 비분리
소유를 구분하는 언어들이 있는데15) 스와힐리어에서는 비분리 소유의 잔존형태들이 남아 있다.
분리소유와 달리 소유대명사가 중심명사의 접두사로 붙어 나타난다. 통시적으로 음성마모와 단
어 간 융합과정이라는 문법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
(14) a.

mw-enzi-we
CL1-friend-CL1.3.SG.GEN

b.

'his friend'

n-dugu-ze
CL9-friend-CL9.3.SG.GEN

'his friend'

2.3 관계절에 의한 수식

이 논문에서는 명사구라는 통사범주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나 기능과 의미 면으로 명사를 수
식하는 것은 분철과 접사로 나타날 수 있듯이 구 혹은 절로 실현될 수도 있다. 절에 의한 중심
명사의 수식 방식이 관계절이다. 중심선행(head initial) 패턴에 따라 관계절이 후행한다. 중심과
의존절 사이에는 부류, 수에 따른 호응이 있다. 의존소 표시(dependent marking) 패턴이 지켜지고
있다. 지시사나 소유사처럼 관계사도 대명사 요소가 오므로 관계절도 한정 기능의 영역에 속한
다고 볼 수 있다. 관계절임을 나타내는 관련의 {-o}가 중심명사의 부류에 따라 호응한다. 아래
예에서는 1부류 불규칙 형태인 ye (<yu+o)로 실현되고 있다.
(15)

m-tu

a-na-ye-ki-soma

ki-tabu hi-ki

CL1-man CL1-PRS-REL.CL1-CL7-read-IND CL7-book DEM-CL7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the man who reads this book)'
시가 되는데 명사어근 앞에 굴절접사가 왔는데 다시 소유기능 표지가 오므로서 분철(clitic)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헤레로 e-ke r-omu-atje CL4.SG-hand CL4.SG-CL1.SG-child ‘the hand of the child’ Serzisko 2004:1094, 키냐르완
다 u-mu-gabo w'u-mu-sáaza AUG-CL1-man of-AUG-CL1-old ‘an old man’ 여기에서 형용사적 특질(‘old’)가 명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Kimenyi 2004: 1537.
14) 분포 상으로는 중심과 의존소 사이에 있으나 형태적 호응은 중심을 따르고(이는 중심이 선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법관계의 우선 후행 소유자명사와 전치사구를 형성한 다음 선행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를 하고 있다. [jemba [la
mkulima]PP]NP 하우사어의 경우도 동일한 구조가 나타난다. karee na Dauda ‘Dauda’s dog’ 중심명사의 성이 여성이면
na대신 ta가 온다. 하지만 이 연결사가 중심에 붙는 구문이 있다. kare-n Dauda ‘Dauda’s dog’ 중심명사에 소유어미
가 오는 데, 이는 의존소에 올 때 불리는 속격(genitive)과 다르다. 중심명사에 오는 이 요소를 구성형태(construct
form)이라 부르는데(특히 셈어의 경우), 이로 인해 중심과 의존소의 관계는 수식관계가 아니라 지배관계가 되면, 의
존소 표시가 아니라 중심표시 유형이 되는 것이다(Creissels 2009: 77). 뒤에 나올 다토가 명사구 구문(29)도 그러하
다.
15) 예컨대 에베어에서는 분리 소유에서는 연결사가 오지만 비분리 소유에서는 오지 않는다. Adzóá fofó ‘Adzoas
father’, xɔ̍ lá ta̍me house of top ‘the top of th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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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적 구조
앞에서는 명사구 자체 구조를 중심과 의존소 개념으로 살펴보았으나 이 장에서는 명사구가 논
항으로서 절 내부에서 갖게 되는 통사기능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명사구는 통사범주
이지만 논항이 갖는 의미역과 담화-화용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담화상에서 화자와 청자 사
이의 소통 상 필요하게 되는 주제나 논평, 구정보와 신정보 혹은 초점과 전제 등의 기능들은 논
항이 갖는 보편적 의미역과 나름의 관련이 있다. 보통 행위자(Actor)와 피험자(被驗者U ndergoer)
라는 양대 거시역을 두 측으로 하여 행위자, 피해자, 경험자, 주제, 장소, 도구 등 다양한 역할들
이 논항으로 나타나고 이는 다시 문법기능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된다. 여기서는 주어와 목
적어를 중심으로 우선 살펴보고 다른 주변 논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주어와 목적어

모든 언어에 들어맞는 주어 기능을 보편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는
담화-화용역을 문장 분석에서는 술어 논항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의미역을 바탕으로 주어라는
통사기능이 개별 언어에 걸 맞는 정의가 가능해진다. 기본문의 구성이 자동문과 타동문으로 나
뉘고 이 두 구문에 등장하는 세 개의 논항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언어유형이 갈린다.
다음은 스와힐리 자동문 사례이다.
(16)

Jiwe li-le li-me-hama.
CL5-stone CL5-that CL5-T-move
저 돌이 움직였다(That stone moved.).

권 2008

자동사인 -hama는 하나의 논항(S)을 필요로 하고 이 때 문두에 등장하는 명사구 jiwe lile는 주
어 역할을 떠맡는다. 중심명사 jiwe는 명사구 호응 뿐만 아니라 술어부의 동사 호응을 유발한다.
절의 중심인 동사에 주어표지가 호응으로 나타남으로 스와힐리 구문은 명사구와 달리 중심표시
유형이다. 타동문의 주어(A)도 어순과 호응 유발에서 자동문과 같다. 또 다른 논항은 피해자역
(P)으로 목적어 역할을 맡게 된다. 결국 스와힐리어는 능격어 패턴과 달리 대격어 패턴을 하고

있다.16)
(17)

Yule mwindaji a-li-mw-ua adui wake.
DEM hunter 3P-T-OBJ-kill foe POSS

16) SVO 어순과 중심표시 패턴으로 주어와 목적어를 표시하는 스와힐리어와 달리 서-나일어인 실룩어는 어순과 의존
소 표시패턴을 따른다. 스와힐리어가 S, A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대격어인데 반하여 실룩어는 S와 P를 동일하게 표
시하고 A를 능격으로 차별화 한다. 실룩어 어순은 드물게 OVS어순을 하는데 동사 앞에 주제화된 논항이 허용되는
요컨대 동사 두 번 째 어순인 V2어순으로 유명하다. 무표격인 절대격은 제로형태소이고 능격은 접사가 아니라 명
사 앞에 별도 단어로 나타나 문법관계가 아니라면 전치사 같은 느낌을 준다.
byɛ́l
á-ˈrākkˋ
yī
ɲān
d̥ájɔ̀ grain:PL PST:E-grind:T:R ERG person female ‘The woman ground the
durra.’ 권명식 2012:30, Miller & Gilley 2001: 36. 실룩어 이외에 같은 서-나일어인 패리, 아뉴와도 능격어 패턴, 의
존소 표시유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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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냥꾼은 자신의 적을 살해했다.

권 2008

목적어 명사구가 두 개 등장하는 이중 타동구문에서는 [사람]특질을 지닌 논항이 동사에 목적
어 표지로 나타난다. 아래 예문에서 사물과 사람이 목적어로 나타나는데 유생성 위계에서 위를
점한 사람이 간접목적어이지만 동사에 표지될 뿐 직접목적어인 사물은 무표 논항으로 남는다.17)
(18)

Yule m-tu a-li-wa-pa vi-tabu wa-sichana wale.

RECIPIENT [HUMAN]

ART man 3P.SG-T-OBJ-give CL8-book CL2-girl DEM

‘저 남자가 저 소녀들에게 책을 주었다.’

권 2008

3.2 기타 주변 논항

논항은 동사의 성격에 따른 문장 구성 필수요소, 혹은 선택요소에 따라 보어와 부가어로 나뉜
다. 이를 핵심논항과 주변논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핵심논항에 의한 문법관계가 문장 구성의
주요 구성특질이 되고 주변논항은 문법관계와 무관하게 의미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친다. 대
개 구체적 의미를 지닌 주변 논항에서는 영어에서 보듯 부치사구로 실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스와힐리어에서도 도구를 나타내는 논항이 전치사구로 실현된다.
(19)

A-li-kata

nyama kwa kisu.

INSTRUMENTAL

3.SG-T-cut meat with knife
He cut the meat with a knife.(그는 칼로 고기를 잘랐다.)

전차사구가 아니라 명사나 명사구로 실현되는 경우 두 개의 목적어가 나타나는 이중 목적어구
문(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이 된다. 이때 어느 것이 직접목적어이고 어느 것이 간접목적어
인지는 의미적 기준에 따르며 특히 수혜나 지향의 의미는 동사에 지향형어미로 표시된다.
(20)

Ni-li-m-pik-i-a ch-akula Juma.

[+ANIMATE, DAT]

1SG-PST-3.SG-cook-APPL-IND CL7-food Juma
‘나는 주마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다음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가어가 명사로 나타난 예인데, 전치사가 아니라 처격 접미사로 실
17) 자동문과 타동문에 나타나는 세 개의 논항을 각각 A, S, P로 나누어 이들 사이에 나타나는 문법관계, 요컨대 주어
와 목적어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언어유형이 대격어와 능격어로 나뉜다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하나의 논
항이 더 추가되는 이중 타동(di-transitive)문을 고려하면 또 다른 패턴의 유형이 등장한다. 타동문의 P와 이중 타동
문에 나타나는 두 개의 논항들(직접목적어와 간접목적어로 T/theme, R/recipient로 표시된다.) 중 어느 것을 P와 동일
하게 표시하느냐가 차이의 핵심이다. (18)예에서 보듯 한국어나 영어에서는 P(17의 ‘적’)와 T(책)을 동일하게 표시
한다. 스와힐리어는 격표시가 아니라 호응(indexing)으로 동사에 표시하는 데 이때 T가 아니라 R에 호응한다. P/R을
함께 하고 T를 다르게 할 때 T가 갖는 격을 이격(secundative)라 한다. P/T를 갖게 하고 R를 다르게 할 때는 간접격
(indirective)라 하는데 스와힐리어와 같이 베누에 콩고어인 요루바어도 이격어 패턴을 하고 있다. 타동문의 대격이
이중타동문의 여격과 같으며 이중 타동문의 목적어(T)는 별도 표지(SEC)가 붙는다. ó pa mí. he kill me ‘He killed
me.’ ó fun mí l' ówó. he give me SEC money ‘He gave me money.’ Rowlands 1969: 21, Haspelmat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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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되고 있다. 유일하게 스와힐리어에 나타나는 격-표지이다.18)
(21)

Juma a-li-m-busu Halima dari-ni.
Juma 3SG-PST-OBJ-kiss Halima upper ceiling-LOC
주마는 벽장에서 할리마에게 뽀뽀했다.

3.3 전치사의 보어

명사구는 전치사의 보어로 실현된다. 그 사례를 이미 위 예문에서 제시된 바 있다. (19) kwa
kisu 'with a knife'.19) 소위 부가어 혹은 주변 논항들이 문법 관계를 나타내기보다는 선택적 요소

로서 구체적 의미를 나타내는 데 어떤 언어에서는 부치사구로 실현되지만 어떤 언어에서는 구
격, 소격, 수반격 등 주변 격으로 실현된다. 부치사는 논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운영
자(operator)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주변격과 마찬가지로 의존소 표시의 한 패턴이다. 아래 예
문은 핫자의 구격 논항의 표시 양상인데 해당 명사에 직접 붙지 않고 별도의 단어를 구성함으로
서 전치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 안에 성표지가 오는 것이 특이하다. 요컨대 격과 성이
함께 실현되는 문법단어가 나타난 경우인데 전치사의 보어를 성과 수로 지배하고 있다.
(22) Hadza a.

Handika'eheta ne-na kalamu.
write-2F.SG.UT INSTR-M pen(M.SG)

"I will write with a pen."
b.

Ela-ta-ta

mulinga-ko

ne-ta

gundida-ko.

build-3F.SG.DO-1F.SG.UT beehive-3F.SG INSTR-F hammer-3F.SG

"I will build a beehive using a hammer."

Sands 2013:123

4. 유형적 특성 비교; 어순(중심/의존소), 표지 위치(격-표시/호응), 문법관계(수식/지배)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스와힐리 명사구의 유형적 특성은 내부구조와 외부 역할로 나누
어 규정될 수 있다. 내부 구조는 중심선행(head initial, N-mod.-det) 어순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
요한데 이는 (S)VO 어순을 한 언어유형과 긴밀한 연관을 갖는다. 예컨대 SOV어순을 하고 있는
캄바타의 경우 명사구 어순은 중심후행이며 단어구조도 접두사가 아니라

미사구조이다(8). 스와

18) 같은 반투어인 줄루어에서는 공간명사의 앞뒤 모두에 처격이 나타난다. (e-colobh-eni LOC-5city-LOC ‘in town’ 한편
명사부류접사 중 공간부류접두사 ku-가 본래의 굴절기능을 상실하고 처격 전철(proclitic)로 남아있다. 'at this school'
이라는 명사구에서 처격 전철이 명사구 맨 앞 요컨대 지시대명사 앞에 직접 붙는다. ku-lesi sikole LOC-7this school.
Buell 2012: 5.
19) 스와힐리어의 전치사는 mpaka ‘..까지’ 처럼 동사(-paka 'to make the boundaries of')에서 온 것(명사의미로는 ‘경계’
임)이 있는가 하면 공간 명사나 부사에서 온 것들이 있다. 기능은 전치사이지만 구조는 소유구문이다. juu ya gari
top of car 'the top of the car' > 'on the car'. kwa(19)도 ku-a CL17-POSS에서 축약된 형태가 공시적으로 전치사 기능
을 하고 있다. dari-ni(21)는 처격이 있는 부가어지만 주어로 기능할 수도 있어 핵심논항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권
명식 (1998, 200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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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리어 명사구에서는 부류와 수 호응하는데 반하여 캄바타에서는 성과 격 호응을 하고 있다.
(23) Kambaata a.

b.

muccur-ú-ta

zenq-ú-ta

clean-ACC-F

mug-ACC-F

muccúr-u-t

xénq-u-t

clean-NOM.F

mug-NOM.F

'clean mug'

'clean mug'

Treis 2012: 7

스와힐리어와 마찬가지로 SVO어순을 하며 명사구에서 N-mod 어순을 하는 서-아프리카 꾸아
어인 에베에서는 스와힐리어 명사구처럼 의존소 표지유형을 하고 있다. 다만 스와힐리어와 달리
중심명사에는 아무런 문법표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의존소인 형용사에만 관사(한정성)와 수표지
가 나타나는데 이들은 명사구 경계에 실현되는 후철(enclitic)이다. 언어마다 문법화 정도가 다르
며 표지의 위치 또한 다르다. 스와힐리어는 mi-ti mi-zuri ‘good trees’가 될 것이다.
(24) Ewe

ati nyui-a-wo
‘그 아름다운 나무들’

tree good-ART-PL

권명식 2006

바이소에서도 같은 쿠쉬어인 캄바타처럼 형용사가 앞에 온다. 다만 수식어 표지가 접미사가
아니라 접두사로 나타나고 있다.
(25) Baiso

[ka-njinki ibaaddo] gira
Cn-big man there-is

‘There is [a big man]’
Hayward 1979:113, Tosco 1994:432

남-쿠쉬어인 이라쿠 명사구는 OV통사에서 나타나는 adj.N어순을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앞에서
보듯 대개는 수식어인 형용사에 표지가 오는 데 반하여 이라쿠에서는 중심명사에 성과 구성부호
(CON, construct state)가 온다. 중심명사와 이를 수식하는 형용사 사이의 문법관계가 수식에서 지

배(government)관계로 바뀐 경우이다.
(26) Iraqw

inós a

[dasír

niina].

3.SG COP girl.F.CON small
'She is a small girl.'

Mous & Qorro 2010: 50

차드어인 하우사 명사구에서는 SOV어순임에도 불구하고 adj.N어순을 하고 있으며, 중심명사의
성에 따라 수식을 나타내는 요소가 바뀌는 호응(head driven gender-agreement)을 한다.
(27) Hausa

sansányá-n

rúwúa'

cold- M

water

‘차가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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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akkya'wa'-r

yá:rinya

beautiful- F

woman

‘아름다운 여자’

동부 수단어인 수르마(SVO)에서는 수식어가 뒤에 오지만 명사와의 사이에 별도의 관계표지가
오고 있다. 스와힐리 명사적 소유구문에서 오는 연결사(connective/linker)와 유사한데 유형적으로
중심과 의존소와 무관한 중립표지이다.
(28) Surma

bi a koroi
cow REL black
“검은 소”

Randal 1998:233, König 2008:140

VSO어순을 하고 있는 남-나일어인 타토가에서는 이라쿠(남-쿠쉬어)에 나타난 구성부호가 중심

명사에 나타난다.20) 문장어순 차이에도 불구하고 타토가에서 중심명사가 선행하며 격-표시가 함
께 온다. 이는 명사가 수식어를 지배하는 통사관계이다.
(29) Datooga

gàtmòodá

háw

woman.ABS.CS big
'the big(=first) wife'

Kieβling 2007: 181

우방기어인 윽베야에서는 고립어 유형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복수표지가 단어로 실현된다.
중심명사로부터 멀리 떨어져 그 사이에 형용사가 오므로 다른 유형의 언어에서 보는 수-범주표
지와 아주 다른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30) Gbeya

o tu

wi-re

'black people'

PL black CL-person

다음은 남부 코이산어인 깜어의 명사구이다. 형용사에 be동사 요소가 있으며 축소형어미가 붙
는다. 형용사라는 품사가 라틴어에서처럼 명사와 유사한 경우가 있는가하면 한국어에서처럼 동
사에 가까운 경우가 허다하다. 깜어는 형용사가 상태동사의 하위범주로 간주될 수 있을 법하다.
수식어로 쓰일 때 중심명사와의 사이에 수르마어에서 보이는 관계사가 그 중간에 온다. 명사구
구문의 또 다른 유형의 하나이다.
(31) /Xam

!wãa

aa

≠eni-ʘua

child.1 1REL be.small-DIM
20) 명사구의 중심표시는 소유구문에서도 나타난다. 셈어인 히브리어에서 의존소인 소유명사는 무표이나 피소유명사인
중심에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표지가 온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중심이 의존소를 지배하는 구조이다.
bigd-ey ha-tinok clothes-CS ART-baby ‘the clothes of the baby’ 수식하는 형용사가 올 경우 구성형태(CS)가 오는 명사
구 외곽에 분리되어 나타난다. shur-at konim aruka line-CS customer long ‘a long line of customer’ Glinert 1989: 26,
아랍어(셈어)도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bayt-u t-tāǧiri house-CS ART-merchant ‘the house of the merchant’ Diem 1986,
Serzisko 2004: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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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mall child = a child which is smallish'
Meriggi 1928/9:146, Güldemann 2006:114

홍앙어(SVO)는 북부와 남부 코이산어 사이에 분류가 안된 고립어 인데 그 명사구는 가장 간
단한 형태를 보인다. 아무런 표지 없이 N-adj. 어순을 하고 있다.

(32) =/Hõã

/'óõ ǂgào
tree big
Honken 2013:25221)

"the big tree"

중부 코이산은 SOV어순을 하며, 명사구는 adj.N어순이다. 전형적으로 형용사 뒤에 수식어미
{-sa}가 온다.22)

(33) !Korana

keira-sa aup
old-ADJ

man

the old man(늙은 남자)

한 때 코이산으로 분류 되었으나 지금은 별개의 어족으로 간주되는 잔류어족 핫자어(VSO) 명
사구에서는 중심이 먼저 온다. 명사적 소유구문에서 속격표지가 후행 소유명사의 접미사로 실현
된다.23) 그 격에는 성과 수가 함께 융합되어 있다.
(34) Hadza

hits'a

bek'ahu-biche

fat(3M.SG) elephant-GEN(M.SG)

"the fat of the elephant"
Berger 1943:32, Sands 2013:113

7. 맺는 말
이 논문에서는 통사범주인 명사와 명사구 그리고 수식어인 형용사나 수사 혹은 한정어로 나타
나는 관사나 소유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명사구가 보다 큰
통사 단위인 절(문장)이라는 통사범주를 전제로 하여 그 안에서 이들이 갖게 되는 다양한 의미
21) 홍앙어의 명사구(수사, 소유) 구문은 권명식 2005: 24 참조.
22) 꼬라(!Ora)의 경우 소유구문에서 명사들은 성과 수가 접미사로 표시되고 소유명사가 앞에 온다. 이 두 명사 사이에
연결요소가 온다. 나로(Naro)도 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데 위치가 바뀌면 소유사가 명사구 맨 뒤에 온다. 분리, 비분
리 소유 구분이 있어 후자의 경우 연결표지가 없다(권명식 2005: 20-21).
2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말리, 히브리어 같은 중심표시언어에서는 소유명사가 아니라 피-소유 중심명사에 소유
표지가 온다. 소말리어, nin-ka faras-kiisa man-ART.3.SG.M horse-POSS.3.SG.M ‘the horse of the man’, 히브리어, sifr-o
shel ha yeled book-POSS.3.SG. of ART boy ‘the book of the boy’ Serzisko 2004: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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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과 그와 관련된 통사 기능 요컨대 주어와 직접 목적어 그리고 간접 목적어, 더 나아가 부가어
들이 어떤 방식으로 코드화되는 지에 초점을 맞추되 스와힐리 명사구를 역시 출발점으로 제시하
였다. 명사구와 절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중심과 의존소로 구성된다는 의존문법의 전제를 수용하
여 중심명사와 의존소인 수식어, 그리고 문장의 중심인 술어(동사)와 그로 인한 논항들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표시되는 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유형론적으로 보면 언어들은 크게 중심표
시와 의존소 표시로 양분되며 그 사이에 두 개 모두 표시하는 유형과 전혀 표시 없이 어순에만
의존하는 언어들로 나누어 이해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스와힐리어의 특징을 우선제시한 후
그와 대립되거나 적어도 전혀 다른 표시전략을 쓰는 아프리카 언어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들 사이이 차이점들을 밝힘으로서 스와힐리어의 유형적 특징을 비교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
였다. 이는 다시 아프리카 언어들의 다양성을 몇몇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스와힐리어 명사구의 내부구조를 보면 명사 자체에 부류, 수 범주를 접두사로 표시하고 이에
따른 의존소들이 호응하게 하는 패턴을 하고 있다. 양쪽 모두 표시하는 유형이겠으나 중심주도
호응으로 절과 달리 의존소표시 유형이다. 문장에서는 중심인 동사에 주어와 목적어 명사구를
표시하는 중심표시 유형으로 명사구와 절의 표시 패턴이 다른 것은 절의 경우는 지배관계이고
명사구의 경우는 수식관계이기 때문이다. 명사구의 중심표시 언어 사례로 다토가와 하우사어 소
유구문을 제시하였다. 이는 명사구이지만 수식관계가 아니고 지배관계이므로 셈어에서 나타나듯
소유격이 아니라 구성형태(construct form/state)로 불리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명사구의 수식어에
일반적으로 수식표지가 오지만 에베어나 홍앙어처럼 아무런 표지 없이 전적으로 어순에 의존하
는 경우도 있다. 절에서 수행하게 되는 명사구 기능은 보통 문법관계로 이해되는 데 스와힐리어
는 전형적으로 동사에 이를 표시하는 지표(indexing) 혹은 상호지시(co-referencing) 유형인데 이를
반투문법에서는 동사호응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대척점에 있는 언어들은 소위 의존소(논항)
표시 언어들인데 암하라, 쿠시어, 오모어가 대표적이다. 나일어에서는 성조격이 나타난다. 이 두
가지 표시전략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극히 예외적이지만 스와힐리어에서도 처격이 유일
하게 나타나고 있다. 언어 코딩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상반된 전략들이 함께 쓰이는 것은 언어
간의 영향이 주 원인인 듯하다. 언어구조를 내적, 혹은 외적 요인들에 의해 항상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설명은 구조분석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지만 때로는 언어외적
요인들이 내적 구조에 나름의 방식으로 영향을 과시하고 있으므로 구조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런 부분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문법관계를 격으로 표시하든 호응으로 나타내든 자동문과 타동문에 나타나는 세 개의 논항(S,
A, P)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 가 하는 문제는 넓은 의미의 격할당 패턴 유형론에서 아주 중요

하다. 스와힐리어는 대격어 패턴을 호응을 통해 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의존소 표시인 격을
활용하여 S, P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능격어들(실룩, 패리, 아뉴아)이 있음을 지적했다. 문장구조
이해와 명사구의 행태를 바탕으로 주어진 특정 언어의 핵심을 이해하고자 하며 소위 이중 타동
구문에서는 행태에 대하여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P와의 관련에서 T, R이 어떻게 분류
되는 가에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한국어나 영어와 달리 스와힐리어나 요루바 같은 나이저-콩고
어들이 P를 T와 동일하게 하지 않고 R을 P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또 다른 유형적 특이성이
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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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표>
A

agent-like argument in transitive clause

ABS

absolutive

ACC

accusative

ADJ(adj)

adjective

AGT

agent

ART

article

APPL

applicative

AUG

augment

CL

class

CONN(CON)

connective

COP

copula

CS

construct state

DAT

dative

DEF

definite

DEM

demonstrative

DIM

diminutive

ERG

ergative

F

feminine

GEN

genitive

IND

indicative

LOC

locative

M

masculine

mod

modifier

n

noun

NOM

nominative

NP

noun phrase

OBJ, O

object

P

person(or patient-like argument in transitive clause)

PL

plural

POSS

possessive

PP

prepositional phrase

PST

past

R

recipient (in ditransitive clause)

REL

relative

S

single argument in intransitive clause, or subject

SEC

secundative

SG

sin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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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ense(or theme in di-transitive clause)

v~V

v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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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어 교육과 텍스트 마이닝

김원회
(한국외국어대학교)
Kim, Won-hoi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 Using Text Mining Method to
Foreign Language Learner: a case study on bulgarian learners as foreign language.
This article describes the using Text Mining method on lexical diversity, richness and
achievement of students in their compositions in second language writing. The 15 students
are participated on this small experiment and they are studying their second year in Hankuk
University

in

Bulgarian

department.

These

students

were

directed

how

to

use

vocabulary-mining in their compositions to be more competent in vocabulary choice while
writing. On the other hand, the other group of students were only directed on how to write
their composition following lesson plans. After treatment, students in the both group were
asked to write two small writings. Though there is statistically slight difference in terms of
lexical richness, the study revealed that compositions in the experimental group are lexically
richer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Common nouns and general verbs subclasses were
found to be used more in compositions of the experimental group. In addition to that,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higher grades than those in the control group.

I. 서론
제 2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어휘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이
다. 특히 제 2외국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어휘력의 문제는 단순히 단어를 많이 아는 것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언어에 대한 이해와 언어 사용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어휘력은 제 2외국어 학습
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어휘력 향상을 위한 학습 방법에는 “단어 리스트(어휘 목록)”가 주어지고, 이를 암
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학습자는 대부분이 단기간 단어를 기
억하는데 그치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는 현저히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리스
트 암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휘 지식은 쓰기나 말하기 영역에 활용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비교적 최신의 방법론인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작은 실험을 진행하여
제 2외국어 학습자의 어휘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에 참여하는 실험군이 많지 않아, 이를 “커다란” 혹은 “대단히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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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그러나, 본 고를 통하여 새로운 학습전략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목적
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II. 본론
1. 실험의 설계 -텍스트 마이닝 전략

본 실험의 목표는 읽기 전략 가운데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통하여 어휘의 다
양성, 풍부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실험은 2017년 2학년 과
정에서 “불가리아어 작문” 수업을 듣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군의 전체
학생이 모두 평균적인 (2학년 수준의) 불가리아어 실력을 지니고 있었고, 군휴학 등으로 뒤늦게
복학한 학생들과 재수강하는 학생들은 실험에는 참여하였으나, 결과는 배제하였다.
1) 실험

학생들은 총 두 번의 쓰기 과제를 받았다. “불가리아의 관광지 소개”와 “내가 존경하는 사람”
의 주제로 받은 과제에 대해서 250 단어 이상을 쓸 것을 요청하였다.
실험군은 PPT프리젠테이션으로 된 “어떻게 작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제공받았다. 또한 여러 가지 차트와 표, 다양한 양식의 글을 제공 받았다.
실험 참여 학생들의 두 개의 글은 모두 문법적으로 “태그”를 하였다. 만약에 한 단어가 두 개
이상의 기능을 하는 경우, 이를 테면 명사와 동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양쪽 모두에 태그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데이터 취합과 분석

코퍼스 기반 연구에서 어휘의 다양성과 풍부성을 측정하는 것은 대체로 TTR(Type-Token
Ratio), 즉 어휘 변이를 얼마나 활용하는지로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저자는 이 방법이

몇 가지 문제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작문에서 얼마간의 단어를
무작위로 추출한 다음 비교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쓰기 결과물의 길이가
편차가 커서 일정 수의 단어를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3. 결과의 분석

실험의 결과는 두 개의 그룹을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어휘의 풍부성에
있어서 두 그룹은 명사와 명사 그룹, 형용사와 형용사 그룹, 동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분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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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러시아어 학습자의 발음 및 인지 오류 분석

변군혁
(한국외국어대학교)
Byun, Koonhyu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analysis of Russian

pronunciation and perception for the Korean speaker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Russian pronunciation and perception for Korean
learners. In previous studies, Russian soft consonants are distinguished from hard consonants
by F0 and F2 of following vowels. The result showed that F0 of soft consonants in
following vowels are lower than those of hard consonants. And F2 of soft consonants are
higher than those of hard consonants. But Korean learners do not show the difference
between hard and soft consonants. In Russian word order is important to recognize speaker’s
intent. The reason is that speaker’s intent influences word order. So intonation in Russian
plays a important role to convey speaker’s intent. Korean learners distinguish declarative from
interrogate sentence well. But in sentences which are involved many foci, some subjects have
trouble in distinguishing declarative from interrogate sentence. In conclusion, Korean learners
pay little attention to intonation to perceive speaker’s intent.

I. 서론
외국어의 학습은 다른 분야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당 언어 분절음의 정확한 발음교육으로 시작
하여, 단어, 문장 단위의 발음 교육으로 확장한다. 이 과정에서 초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목표어
(L2)의 발음을 인지할 때 모국어의 발음과 대조하여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 즉, 모국어 분절음의

발음과 음운규칙들이 목표어 발음에 간섭(interference)을 일으킨다. 하지만 초급 단계에서의 이러
한 발음의 오류는 중급, 고급 단계로 이동하면서 점차 사라지고 목표어의 발음에 가까워진다. 목
표어의 발음 습득 과정 중에 목표어의 규칙에서 벗어나는 오류(error)는 개별 화자의 실수
(mistake)와는 달리 대다수의 외국어 학습자들에게서 일정한 양상을 나타내는 독립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러시아를 학습하는 한국인 초급 학습자들이 러시아어 분절음을 발음할 때 러시아
원어민의 발음 특징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억양의 패턴에 따라 구분되는 러시아어 평
서문과 의문문을 잘 인지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변군혁(2016), 김원회
외(2016)에서 연구되었던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인 학습자들이 보편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 545 -

양상들을 분석하고 초급 발음 학습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러시아어 분절음의 발화 분석
러시아어가 다른 언어와 비교해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연자음(soft
consonant)의 존재 여부이다. 러시아어에서 연자음은 기본적인 조음인 경자음에 2차 조음 [j]이 덧

붙여지는 소리로 구개음화된(palatalized) 소리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으로 다른 언어에서는 이와
같은 구개음이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변이음이지만 러시아어에서는 구개음화된 자음인 연자음이
개별 음소로서 존재한다. 러시아어 연자음은 러시아어 자음체계를 구성하는 변별적인 특성일 뿐
아니라, 러시아어의 통시적 언어 변화과정에서 생겨난 경자음과 연자음의 대립은 문법적인 형태
-통사적 대립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어 연자음은 기본적인 조음에 2차 조음인 [j]이 덧붙여진 소리로 음향음성학에서도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데, 주로 자음과 결합한 모음의 F2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즉, 연자
음들은 모음 [i]와 매우 유사한 위치에서 조음되는 [j]를 가지며 이와 같은 모음 [i]의 특징을 이
웃하는 모음에 전달하여 대응하는 경자음에 비해 낮은 F1과 높은 F2 값을 갖게 된다.
김원회 외(2016)에서는 러시아 원어민 화자의 연자음 발음과 한국인 초급자의 발음을 비교하
여 두 그룹 간의 발음 차이를 비교하였다.
< 표 1> 러시아 원어민 화자의 F1, F2 값
연자음

포만트
실험 단어
p’os
b’aka
t’uk
d’ad’a
s’uda
vz’at’

pos
bakan
tut
daby
sudak
bzad

F1
462
501
321
491
319
540

경자음
F2
2029
2315
1833
2043
1727
2310

F1
466
531
302
550
370
554

F2
922
1126
903
1906
1157
1800

<표 1>은 러시아 원어민 화자의 경자음과 연자음 발음을 비교한 값이다. 먼저 경자음과 연자

음의 F1 값을 비교해 보면 두 자음 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비록 치음 d와 d'의 F1 값
이 59Hz의 차이를 보이지만 이 정도로 혀의 위치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에 경자음
과 연자음의 F2 값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파열음 p와 p’는 F2 값이 1100Hz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러시아어 경자음과 연자음은 F2값에서 차이를 보이
고, 연자음의 F2는 주로 1700Hz 이상에 위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 연구에서
처럼 원어민의 연자음의 F2 값은 1700~2320Hz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연자음 발음 시 혀가 앞쪽
으로 이동하였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포만트 값을 토대로 원어민의 연자음 발음을 분석하면, 연자음이 대응하는 경자음의
조음보다 혀가 앞쪽으로 이동하여 전설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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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한국인 초급 학습자의 F1, F2 값
연자음

포만트
실험 단어
p’os
b’aka
t’uk
d’ad’a
s’uda
vz’at’

pos
bakan
tut
daby
sudak
bzad

F1
320
426
332
581
409
646

경자음
F2
2366
2236
2443
1452
1424
1801

F1
506
768
472
699
474
690

F2
883
1296
1439
1348
1550
1693

<표 2>는 한국인 초급 학습자의 발음을 분석한 것이다. 초급자의 포만트 값은 원어민의 것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먼저 원어민의 발음에서 F1 값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에 비해 한국인 초
급자의 F1은 경자음과 연자음을 비교했을 때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났다. 순음 b의 경우 경자음과
연자음의 F1 값이 340Hz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리고 연자음의 F2도 1400 ~ 2388Hz로 원
어민보다 넓은 분포도를 보여, 일관되게 연자음 조음점을 유지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단어
s’uda, vz’at’의 연자음은 각각 대응하는 경자음에 비해 오히려 F2 값이 낮게 나타나서 원어민의

발음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였다.
포만트 값을 토대로 두 그룹 간의 발음을 분석해 보면, 러시아어 원어민은 연자음 조음 시 F2
값이 모두 1700Hz 이상에서 형성되어 일관되게 전설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
국인 초급자는 연자음 조음 시 F2 값이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모든 연자음에 일관되게 연
자음 조음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 초급자의 경우 러시아어 연자음의
전설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혓등의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러시아어 억양 분석
러시아어에서 yes-no 의문문은 한국어, 영어와 달리 평서문과 동일한 어순을 가지고 억양에 차
이에 따라 두 문장을 구분한다. 물론 화자의 의도에 따라 어순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중립적인
문장에서는 평서문과 동일한 어순을 보인다. 동일한 어순을 갖는 평서문과 의문문은 억양의 차
이로 구분하는데, yes-no 의문문에서는 묻고자 하는 단어에 초점이 주어져 강세 있는 음절의 피
치가 상승하여 H*가 실현되고 강세 다음 음절에서 급격하게 하강하여 경계 억양에서 L%로 끝
난다. 그리고 의문문의 억양 곡선은 평서문의 억양곡선보다 가파르다. 반면에 평서문은 강세 있
는 음절로부터 발화 끝 경계까지 하강하는 한국어의 수평하강조의 억양패턴을 보인다.
Janko(2008)에서는 이와 같은 차이를 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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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러시아어 평서문과 의문문의 억양 비교

<그림 1>은 평서문 “Бабушка спит.(Babushka spit)과 의문문 “Бабушка спит?(Babushka
spit?)”의 억양을 비교한 것이다. 첫 번째 평서문에서는 ‘babushka’(할머니)의 강세가 위치한 첫

음절에서 피치가 조금 상승한 이후 문미까지 계속 하강하고, 두 번째 의문문에서도 단어 강세가
있는 동일 위치에서 피치가 상승하는데 평서문의 피치보다 더 높게 상승하고 발화 끝에서 더
낮게 하강한다. 즉, 평서문과 의문문이 동일한 어순을 보일 뿐 아니라 동일한 억양 패턴을
가지지만 두 문장은 억양의 높낮이가 완만하게 이루어지는지 혹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지에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이 러시아어는 평서문과 의문문을 구분하기 위해 억양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따
라서 러시아어를 학습할 때 러시아어 억양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발음 교육의 중심은
주로 분절음에 맞추어져 있고, 문장 단위의 억양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
변군혁(2016)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국인 학습자가 러시아어 원어민
의 의문문 억양을 잘 인지하는 지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평서문과 동일한 어순을 가지지만 억양으로 구분되는 의문문을 잘 구분하는지, 그리고 wh- 의문
문을 잘 구분하는지 인지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 그림 3> 평서문 억양 (Ja zdes’ budu ne dol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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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평서문 “Ja zdes' budu ne dolgo”의 억양을 보여주는 스펙트로그램이다. 이 문장의

억양 패턴은 문장의 주어인 ‘Ja’에서 억양 정점에 이르고 문장 끝으로 갈수록 하강하는 것으로
Bryzgunova가 제시한 전형적인 평서문 억양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초급자도 어렵지 않게 평서문

으로 인식하였다. 이 문장처럼 의문문에 비해 억양의 굴곡이 적은 짧은 문장들은 의문문으로 인
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평서문으로 잘 인식하였다.

< 그림 4> 평서문 억양 (Dom naxoditsja v konce ulicy)

<그림 2>는 초급자들도 제대로 평서문으로 인식을 하였지만, 초급자를 대상으로 <그림 3>의

문장을 들려주었을 때 다른 평서문 문장에 비해 비교적 높은 오답률을 보였다. <그림 3>은 <그
림 2>와 마찬가지로 평서문이지만 <그림 2>의 억양에 비해 상승과 하강 폭이 커서 전형적인 평
서문 억양 구조와는 다르다. 따라서 초급 학습자의 경우, 비교적 짧은 문장의 평서문은 쉽게 인
지를 하지만 문장이 길어지고 초점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구문일 경우, 평서문과 의문문을 잘 구
분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인 초급 학습자가 보여주는 오류 분석을 통해 러시아어 발음 교육 시 고려해
야 할 부분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김원회 외(2016), 변군혁(2016)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우선 러시아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연자음 발음은 전설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
고, 이는 모음의 포만트 F2 값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한국인 학습자의 발음에서는 이와 같
은 일관된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고, 러시아어 연자음의 2차 조음인 [j]의 발음을 제대로 실현하
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자음 발음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전설성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이를 발음
에 반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의문문의 인지실험에서도 단순한 문장은 평서문을 잘 인지하였지만, 초점이 많이 주어
지는 평서문은 의문문으로 잘못 인지하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실험 결과는 러시아어가
문장 내 억양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발음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초점의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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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억양의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반복하는 학습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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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시대 캄보디아어교육의 필요성

곽동근
(한국외국어대학교)

지금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사드의 영향과 중국진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인해 중국내에서 활동하던 업체들이 베트남
과 캄보디아로 사업장을 옮겨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기업체의 중국에서 대안으로 다른 지역으
로 옮겨간다는 것이 아닌 산업혁명이 거듭되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산업 구조의 변화로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캄보디아어는 한국 내에서 연구와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언어이며, 한국 내 대학
에도 캄보디아어 과는 없는 실정이다. 2017년 6월 현재 한국 내 캄보디아 결혼이주민(4,381명)으
로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의 뒤를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등록외국인(42,781
명)으로 순위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45,482명), 우즈베키스탄(43.162명) 다음에 5위에 위치하지
만 3위 필리핀과 4위인 우즈베키스탄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이렇듯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캄보디아의 언어교육은 전무한 것이 한국 내 교육계의 현실이다.
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초 연결된 산업구조 속에서는 제조분야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
이고 좀 더 안정적이고 저렴한 곳을 찾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제부터라도 제조분야의 대안으로 캄보디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며, 캄보디아어의 교육
의 필요성을 알아야 할 시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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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인도네시아어 번역에 관한 연구
-한국어 어미·조사·표현 번역을 중심으로양은심 에블린
(한국외국어대학교)

Yang En Siem Evely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n - Indonesian Translation Studies:
Focusing on Korean language, research and expression translation.
This study is based on the interest of Indonesian learners in difficulty in translating Korean - Indonesian.
Most of the learners' difficulties are presumably due to lack of knowledge on appropriate vocabulary
usage.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difficulties of translating Korean into Indonesian especially on word
ending, postpositional particle, and expression, including its characteristics. Furthermore, it aims to
provide a way to make it easier for learners to translate from Korean into Indonesian.

1. 서론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한국어-인도네시아어 통번역에 어려움에 대한 관심에서 비
롯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 활용 중 특히 한국어의 어미·조사·표현을 번역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본
다.

2. 연구 방법과 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 문헌 연구, 그리고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으로는 한국외국어대학
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학과 재학생으로 선정하였고 65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그리고 실험 연구 대상으로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학과 2016년도 2학기 강의 중 “예술번역”을 수강한 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한국어-인도네시아어 번역 관련 연구
3.1. 설문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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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위해 2016년 3월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고 부산외국어대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재학중
인 3, 4학년 학생 65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역이나 번역할 때 어떤 것이 더 어렵나요?’
에는 ‘한국어에서 인도네시아어로 하는 것’ (51명) 그리고 ‘인도네시아어에서 한국어로 하는 것’ (10명)으로
조사되었다. ‘번역시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요? (하나 이상 선택 가능)’에는 ‘어순’ (16명), ‘수동태 처리’ (11명),
‘접사 활용’ (25명), ‘적절한 어휘 활용’ (52명) 그리고 ‘기타’ (5명). ‘가타’ 답변으로는 관용어에 관한 지식

부족, 표준어 (문어체)와 비표준어 (구어체) 구분하는 능력/경험 부족으로 조사되었다.
3.2. 문헌 연구

번역의 1차적 목표는 결과물로서의 도착어를 생산해 내는 것이다. 번역은 결과물로서 도착어를 생산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하나의 작문 과정이라 할 수 있다.1) 언어학자이자 번역학자인 Nida는 번역과정을 3가지
단계로 나눴는데 즉 분석 (analysis)-변환 (transfer)–재구성 (restructuring)이다.2) Ronald H. Bathgate는 그의
저서인 “A Survey of Translation Theory” (번역 이론의 개관)에서 일곱 가지의 번역 단계 또는 번역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Tuning (조율) - analysis (분석) - understanding (이해) - terminology (용어법) restructuring (편집/재구성), checking (확인) - discussion (토의)이다.3) ,

본 연구에서는, Nida가 제시한 분석-변환-재구성, 그리고 Bathgate가 제시한 단계 중 분석-이해-용어법-편집/
재구성이 한국어의 어미·조사·표현 부분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볼 수 있을 것이
다.

4. 한국어-인도네시아어 번역 실험 및 결과
2016년 2학기 “인도네시아어 예술 번역” 강의를 수강한 10명의 수강생을 한국어로 된 본문을 인도네시아어

로 번역하도록 하였고 학습자들의 오류 중 5문장을 선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강한 10명의 수강생 중
3명은 인도네시아어를 모국어로 한다.
1)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
→Mulai sekarang, aku membacakan satu cerita

Sekarang, aku mau menceritakan sesuatu.
Dari sekarang, aku memceritakah satu cerita.
Sekarang aku akan ceritakan satu cerita.
Mulai sekarang, aku akan menceritakan satu cerita.

1번 문장에 ‘-을게’는 동사에 붙어 의지나 약속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4). 즉, 말하는 사람이 주어가

되어 어떤 일을 하겠다고 의지를 타나내거나 상대방에게 약속함을 나타낸다. 또한 친구 관계나 그 밖에 아주
1)
2)
3)
4)

김혜영. 2008. ‘사회 인지주의 쓰기 이론과 번역의 단계별 전략’. p77.
A. Widyamartaya. 1989. ‘Seni Menerjemahkan’. p14.
Ibid p15-1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p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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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사이에서 또한 말하는 사람보다 아랫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분석 결과 번역시 학습자들은 1번
문장에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을 잘 표현하였다. 인도네시아어에서 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akan’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akan’ 소사(particle)이면서 미래형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는 부사(adverb)이기도 하다. 그러
나 번역문에 ‘친구관계나 그 밖에 친한 사이에서 또는 말하는 사람보다 아랫사람에게 일반적로 사용된다’는
의미는 전달되어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어에서 최대한 이 의미를 반영하여 번역한다 하더라도 주어를 ‘aku’
(나)라고 표현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러나 주어가 ‘aku’(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은 상대방

과의 친한 정도 또는 연배차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영어의 ‘I’의 영향을 받아
‘saya’(저, ‘나’의 높임 말)보다 ‘aku’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2) 내 이야기를 듣다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는 대목이 나오거든 얼른 “잠깐!”이라고 소리치렴 .
→ Di cerita ini ada saat penting dimana anda tidak dapat mengerti perkataan saya dan akan

meneriakkan “sebentar” dengan cepat saat mendengarkan cerita saya.
Sambil kamu mendengarkan ceritaku akan ada bagian cerita yang menurutmu tidak mungkin
yang membuatmu akan berkata “Sebentar!”.
Jika kamu mendengar yang tidak pasti, pada saat itu, silahkan memekik "sebentar"!
Kalau cerita dipikir hilang akal, segera seru seperti “sebentar!”
Kalau ada bagian yang aneh sambil mendengar ceritaku, teriaklah "Sebentar!" dengan cepat.

2번 문장에 ‘-치렴’은 아랫사람에게나 친구와 같이 친한 사이에서 부드럽게 허락하거나 완곡하

게 명령이나 요구를 할 때 사용되는 종결어미이다. 이 문장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할
때 명령형으로 동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lah’을 사용하거나 부드럽게 명령하이나 요구를 하는
의미를 옮기기 위해 ‘silakan’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 문장에 사용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자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번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자, 이야기를 시작 할테니 잘 들어 봐.
→Baiklah, saya akan memulai ceritanya.
Nah, aku mau bercerita, coba dengarkan aku.
Nah, sekarang ini dia cerita. Dengarkanlah cerita ini baik-baik.
Nah, aku mulai bicara, dengar baik.
Nah, aku akan mulai cerita. Dengarlah.

3번 문장에 ‘-을 테니’는 동사에 붙어 뒤에 내용에 대한 조건으로서 말하는 사람의 어떤 행위

나 일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5) 주로 뒤에는 청자에게 어떻게 하자거나 어떻게 하라
는 내용이 오며 뒤의 내용에 대한 조건으로 말하는 사람의 강한 추측을 나타낸다. 또한 특징적
으로 말하는 사람이 주어로 쓰일 수 없으며, 주로 뒤에는 청자에게 어떻게 하자거나 어떻게 하
라는 내용이 온다. 따라서 ‘-을 테니’는 인도네시아어로 ‘... akan (동사) jadi (조건)’으로 번역 되
어야 한다. 하지만 학습자는 이 형태로 번역하지 못하거나 조건 부분이 번역에서 누락되기도 하
였다.
5) Ibid, 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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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응급실로 옮겨졌지 .
→ Setiba di RS, anak itu ditempatkan unit gawat darurat.

Setibanya di rumah sakit, anak korban kesialan itu dibawa ke ruangan darurat.
Setibanya di rumah sakit, anak dibawa ke UGD.
Anak itu dipindah ke ruang darurat setelah datang.
Setiba di rumah sakit, anak itu dibawa ke ruang darurat.

4번째 문장에 ‘-었지’는 어미 ‘-았-’6)과 종결어미 ‘-지’7)가 사용되는 경우이다. 어미 ‘-았-’은 말

하는 시점에서 볼 때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이나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나태내거나 표현하는
상황이나 사건이 이미 과거에 일어났지만 그 결과는 현재까지 계속되거나 혹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임을 나타낸다. (예: 참 눈이 많이 왔다). 또한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문장이 표현하
는 상황이 이미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그 상황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확
신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 눈이 와서 내일 소풍은 다 갔다). 또한 문장에 종결어
미 ‘-지’는 청자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전제하며 말할 때 또는 말하는 사람
자신에 관한 이야기나 자신의 생각을 친근하게 말할 때 사용된다. 또는 청자가 어떤 사실을 알
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믿고 물어보거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듯 물어볼 때 사용되는
데, 이때 억양을 약간 올리며 말한다 (예: 어제는 비가 많이 왔지?). 또한 동사에부터 듣는 사람
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명령·권유할 때 사용되거나 (예: 그냥 이걸로 하시지.), 청장에게 어떤
행동을 같이 할 것을 제안·요청할 때 사용된다 (예: 이리 와서 같이 차 한잔 하시지.). 그 외에
동사에 붙어 이미 일어난 상황이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못마땅함을 나타낼 때에
도 사용된다 (예: 나도 좀 극장에 데리고 가지). 이 종결어미도 친구 관계나 그 밖에 아주 친한
사이에서 또는 말하는 사람보다 아랫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4번 문장은 과거형이고 화자가 청자에게 친근하게 말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어는 과거형이 없고 이미 지나간 상황에 대해서는 ‘sudah, telah’(이미~한), 또는 시간을 나타내는
보어 ‘kemarin (어제), tadi (조금 전), pagi jam 9 (아침 9시)’등으로 표현함으로 번역문에는 정확
하게 과거형이라는 것을 전달하기 어렵다. 또한 종결 어미 ‘-지’가 갖고 있는 의미들도 인도네시
아에는 없음으로 잘 전달되어지지 못했다.
5) 의사는 들것에 실려 있는 아이에게 다가서다가 갑자기 비명과 함께 이렇게 소리 질렀단다 .
→ Setelah sampai didalam, si dokter mendekati anak itu dan tiba-tiba dengan ngerinya menjerit.

Sambil dokter ahli bedah itu mendekati anak yang sedang berbaring di atas usungan secara
mendadak, memekik dengan teriakan begini.
Ketika dokter bedah itu mendekati anak di atas usngan, tiba-tiba berteriak dan berkata begini.
Saat dokter spesialis bedah mendekati anak itu, dia mendadak berteriak dan berbicara sepaerti
ini.
Dokter berteriak dengan jeritan setelah mendekati anak yang berbaring di usungan.

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 p548
7) Ibid, p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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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문장에 ‘-었단다’는 어미 ‘-았-’과 종결어미 또는 표현 ‘-단다’8)가 사용되는 경우이다. 종결

어미 ‘-단다’는 말하는 사람이 이미 알거나 들은 사실을 객관화하여 일러 줄 때 사용하고 친근함
과 자랑하는 뜻이 비치기도 한다. 표현으로서의 ‘-단다’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인용하여 전
할 때 쓴다. 특정한 사람에게 들은 말일 수도 있고 불특정의 사람들이 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인용하여 말할 때도 사용된다. 5번 문장과 같은 경우 종결어미로서의 의미가 더 가깝다고 판단
된다. 그러나 종결어미 ‘–단다‘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인도네시아어로 전달하기 역시 어렵다. 즉
어떠한 말할 내용을 청자가 이미 알거나 들은 사실을 객관화하여 일러주거나 친근함과 자랑하는
뜻이 전달되지 못한다.
6) 그 의사가 아이를 잘못 보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남자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소리로구나 .
→

Mungkin dokter tersebut salah melihat atau orang yang tadi mengalami kecelakaan memang
bukan ayah kandung anak tersebut?
Si dokter mungkin salah saat melihat anak itu atau pria yang tidak sadarkan diri saat kecelakan
bukanlah ayah anak tersebut.
Berarti, doktor itu salah mengganggap anak itu atau lelaki yang pingsan karena kecelakaan lalu
lintas bukan anak itu?
dan menurutmu, dokter bedah itu salah melihat atau pria yang tidak sadarkan diri itu bukan
ayahnya.
Itulah sebabnya dokter itu lihat salah atau bapak yang kehilangan kesadaran itu bukan bapak
anak.

6번 문장에 ‘-로구나’는 해라할 자리나 혼잣말에 쓰여,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

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9). 흔히 감탄의 뜻이 수반되며 어미 ‘-구나’보다 더 예스러운 표현이
며, 더 분명한 표현이다. 인도네시아어에는 혼잣말을 의미하거나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낼 때에는 주로 감탄사를 사용하게 된다 (예: 혼잣말 - Ke mana sih perginya anak
itu? 데체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거야?,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경우

– Ternyata Ani ya, ibu anak itu. 알고보니 아니가 그 아이에 엄마였구나.). 하지만 인도네시아어
의 감탄사 ‘sih’ 또는 ‘ya’는 단순히 혼잣말을 표현하거나 화자의 새로이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
을 나타낼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어에서 ‘sih’는 구어체에서 소사
(particle)10)로 구분하여 의문문에 보어 또는 강조할 때 사용되거나 어떠한 사실에 대해 헛갈리거

나 확실치 않음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에: Siapa sih yang mengambilnya? 데체 누가 가져간 거
야?). ‘원래~이다’ 또는 ‘실은~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예: Bagus sih bagus, tetapi harganya
selangit. 예쁘긴 예쁘지만 가격이 하늘을 찌른다.). 또한 ‘ya’는 소사(particle)11)로 ‘네/아니오’ 질문

을 답하는 ‘네’에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사실을 재확인 할 때 (예: Orang itu pacarmu, ya? 저 사
람이 네 애인이니, 응?), 궁금증을 나타낼 때 (예: Siapa ya, yang hendak ke pasar? 과연 누가 시장
8) Ibid, p335.
9) 동아새국어사전, p732.
10) Kamus Besar Bahasa Indonesia, p838.
11) Ibid, 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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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갈까?), 그리고 사실을 강조할 때 (예: Besok datang ya jangan lupa! 내일 꼭 오는거다, 잊지
마!). 그 외에 ‘ya’는 감탄사로 사용되고 (예: Ya, Allah! 오, 신이시여!) 부름을 답하는 것으로
‘saya’의 줄인 말로 ‘ya’로 답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6번 문장에서는 혼잣말을 하는 의미로 소사 ‘sih’는 청자를 탓하는 어감을 갖게 되어 어울리지

않다. 소사 ‘ya’가 더 적합하지만, 학습자들은 이 소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7) 외과 의사라고 하니까 너는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하였겠지 .
→ Kalian pasti mengira bahwa dokter pasti adalah seorang lelaki.

Karena kata ‘dokter bedah’, kamu hanya menganggap dokter itu berjenis kelamin laki-laki, bukan
perempuan.
Karena aku bilang dokter bedah maka kamu berpikir pasti dokter bedah itu laki-laki.
Kamu berpikir secara wajar dokter spasialis bedah adalah laki-laki.
Memang kamu pikir doker bedah itu laki-laki.

7번 문장에 ‘-였겠지’는 어미 ‘-았-’과 어미 ‘-겠-’ 종결어미 ‘-지’로 구성된 것이다. 어미 ‘-았-’

과 종결어미 ‘-지’는 위에서 언급 되었다. 어미 ‘-겟-’은 주로 의향이나 의지, 추측을 나타내는 것
으로 사용된다.12) 어미 ‘-겠-’은 인도네시아어 번역문을 ‘주어 + pasti(확실히) + 동사, 주어 +
tentu(당연히) + 동사’로 하면 된다. 학습자 대부분 이 형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7번 문장에 ‘-

았-’과 ‘-지’는 잘 전달되어지지 못했다.
8) 나는 외과 의사라고만 하였지 남자니 여자니 하는 것은 밝히지도 않았는데,
→ Saya di sini tidak memberikan pencerahan mengenai seorang dokter lelaki ataupun perempuan,
Aku hanya menyebutnya dokter bedah saja, meskipun hal itu tidak menjelaskan pria atau wanita
Aku hanya mengatakan dokter bedah dan tidak menerangkan apakah dokter itu laki-laki atau
perempuan.
Aku hanya berbicara dokter spesialis bedah dan tidak menerangkan jenis kelaminnya,
Walaupun aku tidak pernah menerangkan bahwa dokternya perempuan atau laki-laki dan cuma
menyebutkan dokter bedah saja,

8번 문장에 ‘-니’는 한 부류로 묶을 수 있거나 서술어와 연관 된 여러 사물들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면서 나열할 때 사용되는 ‘조사’이다13). 인도네시아어로 번역시 부사(adverbia) ‘entah A
entah B (A던 B던)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학습자는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9) 너는 왜 의심도 하지 않고 외과 의사가 남자라고 생각하였을까 ?
→ tetapi hanya memikirkan kenapa orang-orang mengira bahwa seorang dokter bedah selalu
laki-laki?
mengapa anda mengingat bahwa dia adalah lelaki tanpa keraguan?
meskipun demikian, mengapakah kamu langsung menduga ahli bedah itu seorang laki-laki tanpa
12) Ibid, p.30.
13) Ibid, 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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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urigaan?
tetapi kenapa kamu berpikir wajar dokter itu laki-laki tanpa kecurigaan?
kenapa kamu pikir dokter itu adalah laki-laki tanpa curiga sebelum aku menyebutkan kelamin?

9번 문장에 ‘-였을까’는 ‘-았-’과 종결어미 ‘-을까’로 구성되었다. ‘-을까’는 종결어미14) 화자의

의심이나 의문을 나타낼 때, 일반적인 문제를 제기할 때, 청자의 의향, 의견을 묻거나 제안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며 친구 관계나 그 밖에 아주 친한 사이에서 또는 말하는 사람보다 아랫사람에
게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 종결어미는 인도네시아어로 의문사 ‘mengapa, kenapa(왜)’로 번역된
다. 하지만 이 의문사들은 화자의 청자의 친한 정도 또는 연배차를 나타내지 못한다.

5. 결론
한국어의 조사는 체언 뒤에 결합해서 그 말이 다른 말과 맺는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관계언이다. 조사는 독립된 단어로 기술하고, 어미는 용언을 구성하는 요소로 기술된
다. 선행요소인 체언류가 조사 없이도 자립하여 문장에 실현된다는 점과 보조조사의 경우는 문
법의미뿐만 아니라 상당한 어휘의미도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미와는 달리 독립된 품사로 설정
된다.15)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 어미·조사·표현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 할 때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1. 한국어 어미·조사·표현은 인도네시아어로 소사(particle)를 사용하여 번역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어의 소사는 부사 또는 감탄사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다시 한국어로
번역될 때 과연 한국어의 어미 또는 조사로 나타나는지 추후 과제로 남는다. 또 명령형의 어미·
조사·표현일 경우 인도네시아어로 접미사 ‘-lah’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2. 한국어의 어미·조사·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 중 화자와 청자의 친한 정도 그리고 연배차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어에서는 문법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요소들
이 없음으로 이러한 기능을 번역할 때 잘 전달되지 못한다. 한국어에는 주어 또는 목적어가 생
략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인도네시아어에서는 거의 생략을 하지 않는다. 3번 문장과 같이 주어
와 목적어가 번역문에 나타날 경우 ‘aku(나), kamu(너)’와 같은 인칭을 사용하면 이러한 기능들이
다소 전달될 수 있다.
3. 한국어의 어미·조사·표현에는 혼잣말을 나타내거나 말하는 사람이 이미 알고 알거나 들은

사실을 객관화하여 일러주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도 있다. 이 또한 인도네시아어에서는
번역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4. 8번 문장에서 보인 것처럼 때로는 한국어 어미·조사·표현은 부사(adverbia)로 번역될 때가 있

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인도네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도 사용하지 못했다.
14) Ibid, p777.
15) 한국어 문법론,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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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번역을 위해서는 특히 한국어 어미·조사·표현과 관련하여 우선 한국어
어미·조사·표현의 특징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비록 언어적 특징 차이가 있더라도
한국어 어미·조사·표현이 인도네시아어로 어떤 방법으로 최대한 번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
습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어 어미·조사·표현 번역에 있어서 첫 시도인 만큼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에 한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수정 가능하며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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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Malay Language as Foreign Languages: Communication
Strategies among the Korean Students in HUFS

Cho Mins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Introduction
Language enables people to communicate effortlessly and efficiently. As a tool for communication,
language transcends geographical borders or political status, social and religious boundaries and others.
We use language the way it is used to achieve its intended purposes only. There is no language in
this world that can be monopolized by just one group of speakers. Anyone can learn and converse in
multiple languages, and no one can restrain the interest or the desire of another to learn a language.
Often, a language student is not yet a competent or an eloquent language user. The level of
knowledge at this stage would not allow a student to fully grasp the language competency or
language skills. The act of a language, whether in terms of the process of comprehending an input or
producing an output, requires knowledge beyond grammar and vocabulary. The memorization of
vocabulary and grammatical formulae is only a part of the process of learning a certain language. A
language user who does not understand the cultural aspect and societal hindrances that exist in a
certain language would most likely produce inappropriate or improper language output that does not
adhere to the method or the necessity of certain communication components.

II. Research Questions
The study of foreign languages in Korea is not a simple matter of language acquisition especially
in a surrounding that does not support the use of foreign languages such as Japanese, French, German
and others. These languages are conversed in a non-native context. When one learns foreign
languages, he is expected to achieve a certain level of language proficiency. One of the creatively
effective methods of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to interact with friends who are studying the same
foreign language. However, limited linguistic knowledge would make it difficult for the students to
converse fluently. When an individual is not fluent but still wants to deliver a message, then various
communication strategies are employed to ensure successful communication. Linguistic factors such as
lack of lexical items also call for the use of communication strategies. Choosing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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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strategies will boost the confidence of the user in delivering the message to the
listener. This study is conducted to gain answers on several issues on the learning of Malay languages
among Korean students, primarily on the types of communication strategies employed by the students
in overcoming the difficulties in delivering certain messages in these languages.

III. Research Limit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a university located in
Yoing-in, Korea that teaches Malay language as foreign languag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students of Korean descent, who take up Malay language as their second language. In researching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CS) employed by the students, this study focused on the aspect of utterance
productions through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Through this oral and written data, the author
was able to identify and analyse the types of communication strategies employed by the students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lexical knowledge in delivering messages when they communicate orally in
the foreign languages mentioned. The oral data used is the product of the students’ activities during
class such as short drama, conversations about themselves, and so on. Oral data was used to analyse
students’ communication strategies collected through the aforementioned activities that have been
recorded using video recorder and then transcribed. Written data on the other hand focused on essay
exercises assigned by the lecturers during classes. Through this written data, the author was able to
identify the communication obstacles that the students faced in producing essays that adhere to the
rules of Malay languag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limited to 20 students in year 1, 2, and 3
at HUFS who were selected by the author. Therefore,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not be generalised
to the entire students of HUFS.

IV. Communication Strategies
The definition of communication strategies (CS) varies depending on the researcher conducting the
studies on CS. Due to the different perspectives of their research, their definitions differ from one
another.
“……it is difficult however to find the literature in agreement on the definition of communication strategies
or on the distinction between strategies and process. Perhaps the only criterion for the definition of
communication strategies that keeps recurring is problemacity, which arises from the disparity between the
learner’s end means….” (Abdesslem, 1996, p.49)
“…..although different in detail, the definitions converge on three features: problemacity, consciousness and
intentionality….” (Bialystok, 1990,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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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pproaches and Methods
The taxonomy of CS is a systematic organizational structure adopted by the author to classify the
form of communication strategies employed by a speaker. There are a few taxonomies or typologies
that have been presented by communication strategies’ authors in their research such as Tarone (1983),
Varadi (1983), Bialystok (1983) and Faerch and Kasper (1983).
In this study, the author will focus on the CS taxonomy introduced by Tarone (1977) which is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avoidance strategy, paraphrasing strategy, conscious transference strategy,
appeal for assistance strategy and mine strategy. Later, Tarone classified these five categories into two
types: avoidance strategy and attainment strategy. This aspect can be viewed clearer through the
division illustrated in the diagram given. This theoretical framework is built based on Tarone’s (1983)
taxonomy as concluded below. The theoretical framework presented becomes a guide which was used
to analyse the CS data produced by the students chosen as the subjects of the study.
The subjects of the study consisted of year 1, 2 and 3 students of HUFS. The year 1 students of
HUFS consist of students learning Indonesian and Malay languages at the basic level or foundation
level where they learn the alphabets of the Indonesian and Malay languages. Students of year 2 on
the other hand learn to interact either verbally or in writing based on the activities conducted in the
classes. Meanwhile, the year 3 students consist of those who are able to translate texts from their
mother tongue into Indonesian language and Malay language and vice versa. Additionally, they are
also capable of writing essays in Indonesian and Malay languages competently. The author randomly
chose 20 subjects. They were given communicative training under the guidance of the lecturer.

VI. Data Analysis and Discussion
1. Avoidance Strategy
<Tabel 1> Activity 1
Subject
S1
S2

Utterance
Buku bahasa apa yang anda suka?
<diam>

S2 also did not answer any questions and only kept quiet as he was having difficulty to resume
the communication. In employing this topic avoidance strategy, S2 has employed a body language
which is to keep quiet even though there were some friends trying to encourage the speaker to
respond, including S2 in the examples provided.
In employing the message eliminating strategy, the speaker will stop in the middle of the utterance
without attempting to make the plea of cooperation to resume the communication. In this case, the
speaker will shorten his communication regarding that certain topic upon encountering problem in the
target language (Tarone, 1983,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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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paraphrasing strategy
<Tabel 2> Activity 2
Subject
S1
S2

Utterance
Saya mempunyai beberapa pertanyaan untuk menyelesaikan pertanyaan pendengar yang ingin pergi
ke Indonesia melalui program pertukaran students. Kapan anda pergi ke Indonesia?
Bulan lalu. Waktu itu saya duduk program pertukaran students. Jadi bisa pergi ke Indonesia.

In the activity above, the author has identified the use of explanation strategy attempted by S1,
who made a lengthy utterance in order to provide himself with the opportunity to find suitable words
or phrases to deliver the true meaning of his utterance regarding the experience of joining the
students exchange programme. In the example above, there are also the repetitions of the word
“pertanyaan” (question) as S1 was not confident of the language used or was looking for a more
precise word for a certain concept.
3. Conscious Transference Strategy
<Tabel 3> Activity 3
Subject
S1
S2

Utterance
selamat sore
selamat sore

<Tabel 4> Activity 3
Subject
S1
S2

Utterance
Jadi kapan saya akan dapat
Mungkin 1 minggu

In activity 3, S2 responded using the language transference strategy as an attempt to continue the
communication. The use of “selamat sore” for the phrase “selamat petang” is due to lack of
information or lack of suitable words in Indonesian language and Malay language. Therefore, the
subject used Indonesian language to replace the greetings of “selamat petang” (good afternoon).

VII. Conclusion
Communication is a very effective tool in delivering information and in convincing the listeners.
The use of proper language forms can perfectly deliver a message and at the same time can produce
the intended reactions. Therefore, even though this research is considered as the beginning of the
research on the aspects of communication strategies involving Korean students, it is hoped that it has
narrowed the scope of the research in the analysis of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classificatio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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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as the effect of the linguistic environment and at the same time, act as a source of reference for
researchers who would study this field furthe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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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외국어로서의 인도네시아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변윤행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의 교양교육은 전공교육과 달리 그 대학의 비전과 특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이다. 한
국외국어대학교는 ‘민족의 울타리를 뛰어 넘어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국가, 언어와 문화를 포
용하게 될 때 비로소 세계 평화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창립자의 창학정신을 근간으로 ‘국
제적 한국인’, ‘독창적 전문인’ 양성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적에 따라 45개의
전문화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2학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양 캠퍼스의 학부
에는 36개 외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이 중 13개 언어가 졸업필수교과목인 <교양외국어> 과
목으로 지정되어 전공에 상관없이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으며, 졸업을 하려면
6학점 6시간이 배정된 <교양외국어 1,2>를 동일한 외국어로 이수해야 한다.
13개의 교양외국어 과목 중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어느 정도의 선행학습이 가능한 주요

외국어들도 있지만 인도네시아어, 스와힐리어, 베트남, 포르투갈어 등 외국어대학교에서만 교수학습이 가능한 외국어도 있다.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을 위해서는 해당 외국어에 자주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1주일에 3시간 수업으로 선행학습이 불가한 외
국어를 communicative하도록 학습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교양교육은 직업교육, 세분화된
교육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동기, 교수자의 동기부여가 없다면 6학점 6시간의 교
양외국어 수업, 특히 특수외국어 수업은 교양교육의 일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수업이 될 것이다.
언어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는 전혀 다른 언어이다. 그러나 언어는 ‘생각,
느낌 등을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에 사용하는 음성이나 문자 따위의 사회 관습적인 체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일상과 문화적, 역사적 환경
등을 소개한다면 인도네시아어를 처음으로 학습하는 학습자라도 보다 편안하게 새로운 언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자의 학습동기 부여도 중요한 부분이다. <교양외국어 1, 2> 과목의 이수 이후, 학습이 끝
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외국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도네시
아어 학습자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외국어교육은 단순한 언어교육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외국어 학습자가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다문화적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다양한 교수방법이 필요하다.
소속(언어) : 한국외국어대학교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이메일 주소 : musafir@naver.com
주요연구분야 : 통번역학, 비교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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