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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고정민
(학술대회 준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말 귀중한 시간을 내서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어, 독일어, 불어 등 20여개의 외국어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
외국어교육학회는 2018년 학회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최근 언어교육의 담론으로 부상하고
있는 다문화, 다중언어 시대 외국어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적극 모색하고자 Foreign Languages
Education for Co-prosperity of the Global Communities(지구촌 커뮤니티의 공동 번영을 위한 외국
어교육)이라는 주제로 2018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본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ACTFL(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의
현 회장이신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의 Aleidine Moeller 교수님, Academic Writing 전공자
이신 Arizona State University의 Paul Kei Matsuda 교수님, 그리고 국민대학교 이자원 석좌교수님
을 Plenary Speakers로 모셨습니다. 이 분들의 귀중한 강연이 여러분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특히 ACTFL은 미국 내에서 외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다문화 미국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ACTFL에 해당하는 저희 학회에도 시사점이
매우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Plenary Speech 외에 100여편의 개별 논문이 발표되면서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기대됩니다.
본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신 학술대회 준비위원 선생님들, 발표자와 사회자를
섭외해주신 각 언어권 수석부회장님과 부회장님, 발표장에서 수고해주시는 서울대학교 관계자 분들
과 학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4 -

2018 KAFLE Annual Conference

환영사

박준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장)

존경하는 학회 회원님들과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가을하늘 아래 관악산 정기를 가득 담은 서울대학교 교정에서 개최되는 뜻깊은 학술대
회를 찾아주신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Foreign Languages Education for Co-prosperity of the Global
Communities’ 로서, 글로벌화 시대에서 언어적,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지구촌 시민들 상호간에 효과
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다양한 언어들의 사용능력 증진이 필수적입니다.
언어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들 간의 공존공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어제(28일) 개최된 워크숍
과 오늘 하루 종일 이어지는 학술대회에서는 학술대회 주제와 관련한 110편이 넘는 많은 연구 발표
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세계 최대의 외국어교육협회인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ACTFL) 회장을 맡고 계신 Aleidine J. Moeller 교수님,
American Association for Applied Linguistics (AAAL) 회장을 역임하신 Paul Kei Matsuda 교수님,
영상영어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이자원 교수님, 세분의 외국어교육 분야 석학들께서 학술 주제
에 관한 귀중한 기조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그동안 학회의 여러 이사님들께서 헌신적으로 도와주셨습니
다. 지난 겨울부터 학술대회를 준비해 오신 고정민 준비위원장님, 서울대학교에서 학술대회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동열 수석부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학회이사님들의 헌신적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술대회는 외국어교육 분야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공유하는 축제
의 마당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루어지는 다양한 발표들이 우리나라 외국어교육의 연구 및 교육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후원을 해주신 한국연구재단, 서울대학교 외국어교
육연구소 안현기 소장님, 잉글리쉬 무무 김성수 회장님, ㈜와이비엠 민선식 회장님께 학회를 대표해
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5 -

2018 KAFLE Annual Conference

축사

안현기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산하 외국어교육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사범대
학 영어교육과 교수 안현기입니다. 먼저 2018년 한국외국어교육학회가을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할
귀한 기회를 주신 한국외국어교육학회 박준언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대부분의 회원님들에게 익숙하지않을 저희 연구소를 짧게나마 소개해 드리
고자 합니다. 저희 외국어교육연구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소속된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
어교육과의세 개 학과가 학제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외국어교육을한국적 맥락에서 정의하고 그에
따른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그 허브 역할을 담당할 연구소 설립에 뜻을 모아 1990년 11월에
설립하였습니다. 1995년에 창립된 한국외국어교육학회보다 5년 정도 빠른 시기였습니다. 이후 세
개의 학과는 본 연구소를 중심으로 학제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상호간의 학문적 성장과 진화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영어권과 불어권, 그리고 독어권의 외국어교육은 학문적
보편성을 보이는 한편 학문적 전통이 다르고 또 여러 부분에서 학문적으로 상이함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학문적 다양성과 상이성은 상호간에 학문적 자극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으며 외국어교육
계의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합니다. 지난 6월에도 저희 외국어교육연구
소는 외국어교육의 현안과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세미나를 개최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외국어 교육
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외국어교과의 국가교육과정에 대해 세 과가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 과의 학문적 협력은 매년 11월 공동으로 주제를 발굴하여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와, 연 2회 발간하는 『외국어교육연구』 학술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18 가을 학술대회의 주제는 ‘지구촌 커뮤니티의 공동 번영을 위한
외국어교육’입니다. 이 주제는 저희 외국어교육연구소의학술적 관심이기도하여 기쁜 마음으로 공
동주최에응하였습니다.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 모두도 알찬 학문적 성과를거두시기를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써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학교
캠퍼스가 넓고 복잡하여 건물과 건물 사이의 동선이 길어져 이동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악의
가을 하늘을 보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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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김희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안녕하십니까?
외국어 교육과 연구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천고마비 계절인 가을에 한국외국어교육학회가 ‘지구촌 커뮤니티의 공동 번영을 위한 외국어교
육’이란 주제로 가을 학술대회를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와 함께 이곳 사범대학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외국어교육학회는 지난 1995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한국어 등 다양한 외국어들의 효과적 교육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학회로 알고 있으며, 1990
년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가 함께 설립한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도 국내 외국어
교육의 학문적 토대 구축과 외국어 교육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로 두 기관은 그동안 우리
나라 학생들의 외국어 사용능력 신장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실감하듯이,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의
하나가 우수한 외국어 사용능력임을 고려할 때, 한국외국어교육학회와 외국어교육연구소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글로벌-디지털 문명과 제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근본적인 전환들이 전방위적으로 생성, 확장 중에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이번 국제 학술대회의 주제
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외국어 교육의 방향과 의미를 성찰해보는매우 뜻깊은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준비에 애써주신 박준언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학회 임원 분들과 기조발표를 해주
시는 Paul Kei Matsuda 교수님, Aleidine J. Moeller교수님, 이자원 교수님과 여러 발표자 분들, 그리
고 분망하신 중에도 함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아름다운 서울대학교에서외국어 교육의 새로
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치열한 모색, 풍성한 생각의 교류를 즐기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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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Venue

9월 29일(토): 문화관 73동 중강당 & 사범대 강의동 11, 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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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대회
일정표
2018년 9월 28일 (금)
시간

워크숍 발표 및 내용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육정보관 10-1동 강당)

15:00 – 16:00

등록

16:00 – 16:10

인사말: 박준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장)
Aleidine J. Moeller(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사회자:

16:10 – 17:30

Focus Learning with Can-Do Statements: The Power of Student

김준식(한국교육과정평가원)

Involvement in the Learning Process
Paul Kei Matsuda(Arizona State University)
17:30 – 18:30

사회자:
이귀분(배재대학교)

Teaching Writing in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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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9일 (토)
일시
8:30 - 9:30
9:30 – 10:00
9:30 – 10:00
10:00 – 12:20
10:00 – 10:45

10:45 – 11:30
11:30 – 11:40

학술대회 발표 및 내용
등록
개회식 (서울 대학교 문 화관 73동 중 강당)
개회사: 고정민 (학술대회 준비위원장)
환영사: 박준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장)
축 사: 안현기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소장)
축 사: 김희백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기조 강연 (서울 대학교 문 화관 73동 중 강당)
Paul Kei Matsuda (Arizona State University)
The Ownership of Language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the
Global Era
Aleidine J. Moeller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ACTFL—
Preparing Linguistically and Culturally Proficient Learners for World
Citizenship
휴식

사회자:
이귀분(배재대학교)
사회자:
표경현(단국대학교)

11:40 – 12:20

사회자:
이자원 (국민대학교)
Using the Concept ‘Transmedia’ to Save Foreign Languages from Dying 윤택남(춘천교육대학교)

12:20 – 13:30

점심식사
분 과발표 1 (서울 대학교 사범대 강의동 11, 12동 )

13:30 – 15:30
13:30
14:00
14:30
15:00

–
–
–
–

14:00
14:30
15:00
15:30

Location
13:30
14:00
14:30
15:00

–
–
–
–

14:00
14:30
15:00
15:30

1분과
사회자:
이윤
(한국외대)
11동 101호
7분과
사회자:
김현철
(연세대)

2분과
사회자:
나경희
(충북대)

3분과
사회자:
방영주
(명지대)

4분과
사회자:
이성희
(총신대)

5분과
사회자:
표경현
(단국대)

6분과
사회자:
유덕근
(한국외대)

11동 102호

11동 106호

11동 107호

12동 410호

11동 108호

8분과
사회자:
이금희
(인덕대)

9분과
사회자:
김호정
(서울대)

10분과
사회자:
강영부
(경희대)

11분과
사회자:
최진영
(한국외대)

12분과
사회자:
서상국
(단국대)

13분과
사회자:
심상완
(단국대)

Location

11동 214호 11동 109호 11동 110호 11동 111호 12동 406호 12동 407호 12동 408호

15:30 – 16:00

휴식
분 과발표 2 (서울 대학교 사범대 강의동 11, 12동 )

16:00 – 18:00
16:00
16:30
17:00
17:30

–
–
–
–

16:30
17:00
17:30
18:00

Location
16:00
16:30
17:00
17:30

–
–
–
–

16:30
17:00
17:30
18:00

Location
18:00 – 18:20

1분과
사회자:
이영아
(청주교대)

2분과
사회자:
이동주
(한국교원대)

3분과
사회자:
김정연
(울산과기원)

4분과
사회자:
윤택남
(춘천교대)

5분과
사회자:
장지연
(명지대)

6분과
사회자:
조국현
(한국외대)

12동 411호

12동 502호

11동 106호

11동 107호

12동 410호

11동 108호

7분과
사회자:
김현철
(연세대)

8분과
사회자:
박동열
(서울대)

9분과
사회자:
이미혜
(이화여대)

10분과
사회자:
정상철
(극동대)

11분과
사회자:
이규철
(부산외대)

12분과
사회자
: 안혁
(성균관대)

13분과
사회자:
심상완
(단국대)

11동 214호 11동 109호 11동 110호 11동 111호 12동 406호 12동 407호 12동 408호
총 회 (서울 대학교 사범대 교 육 정보 관 10-1동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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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영어교육 I
(11동 101호, 12동 411호)

시간

사회자: 이윤 (한국외대)

Room 11동 101호

13:30 – 14:00 [Featured] Developing a cutting edge research topic
Paul Kei Matsuda(Arizona State University)
14:00 – 14:30
14:30 – 15:00

영어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 집필관련 문제점

토론자
조영우
(배재대)
이영식

김해동(한국외대)
학생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영어 수업 관찰 도구 개발

(한남대)
김해동

장경숙(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외대)

An exploratory study of pre-service teachers and their self-efficacy beliefs
장경숙
as teachers of English language learners (예비초등교사의 자기효능감 연구:
15:00 – 15:30
(한국교육
영어학습자를 중심으로)
과정평가원)
Yong-Jik Lee ･ Robert Davis(University of Florida)
15:30 – 16:00

휴식

시간

사회자: 이영아 (청주교대)

16:00 – 16:30

Room 12동 411호

코칭대화법을 활용한 영어학습동기 강화 방안

토론자
김동규

조영우(배재대) (부산교대)

The effects of self-directed vs. coaching based practice using a shadowing
task on enhancing EFL learners'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자기주도 vs
16:30 – 17:00
코칭기반 연습이 학습자의 듣기 및 말하기 능력 함양시 미치는 영향)

이귀분
(배재대)

Eun-Joo Moon(Pai Chai University)
A comparative study on motivation and English achievement among students
in alternative school and public high school (대안학교와 공립고등학교에서
17:00– 17:30
동기와 성취도에 대한 비교)

황은경
(명지대)

Sara Kim(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7:30 – 18:00

자기효능감, 학업성취도, SES의 관련성 연구

김양희
김유정(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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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영어교육 II
(11동 102호, 12동 502호)

시간

사회자: 나경희 (충북대)

Room 11동 102호

[Featured] Cultivating cosmopolitan orientations in Korean university
13:30 – 14:00 students: An initial foray (한국대학생의 세계적 오리엔테이션 양성하기)
Lindsay Herron(President of KOTESOL)
An interpretation/use argument for an ESP speaking and writing test (특수목적
14:00 – 14:30 영어 말하기 및 쓰기 시험을 위한 해석/사용 논증)

토론자
김현주
(단국대)
정세훈

(한국외대)
Heesung Jun(Seoul National Univ./Iowa State Univ.)
Cross-linguistic distribution of modals in TOEFL essay samples TOEFL (쓰기
양미란
에서 서법 조동사의 범언어적 분포)
14:30 – 15:00
(동아방송
Tae-Jin Yoon(Sungshin Women's University)
예술대)
Yonghun Lee(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w semi-formal group work can support learning in large online classes
(대규모 온라인 수업에서 반모둠 활동과 학습지원)
윤태진
15:00 – 15:30
Jamie Costley(Kongju National University)
(성신여대)
Mik Fanguy(KAIST)
Christopher Lange(Joongbu University)
15:30 – 16:00
휴식
시간

사회자: 이동주 (한국교원대)

Room 12동 502호

토론자

A diachronic peek at English education in North Korea (코퍼스연구에 기반한
16:00 – 16:30 북한 영어교육 엿보기)

이혜원
(한국교육
Jeong-ryeol Kim(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과정평가원)

The effects of teaching lexical bundles on improving reading ability of high
김정렬
16:30 – 17:00 school students (코퍼스를 활용한 어휘뭉치 학습 효과)
(한국교원대)
이동주 ･ 배용화(한국교원대)
17:00– 17:30

A comparison of English-mediated instruction in Korean and Nordic higher
education (아시아와 유럽 두 지역에서 영어 원어강의 비교분석)
Given Lee(Pai Chai University)

Implementing critical media literacy in an EMI course (영어를 교수어로
17:30 – 18:00 하는 수업에서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시행하기)
Kyung-Ae Oh(Soongsi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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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영어교육 III
(11동 106호)

시간

사회자: 방영주 (명지대)

토론자

A comparison and analysis of CSAT reading texts before and after the use
김소연
of 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 (2017 vs. 2018): A focus on lexical
13:30 – 14:00 complexity (절대평가 도입 전후(2017-2018) 수능 영어 읽기 지문 비교 분석: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어휘적 복잡성을 중심으로)
Ji-Yeon Chang(Myongji University)
14:00 – 14:30

수능 영어 듣기평가 변화 분석: 발화속도와 언어적요소

장지연
류주연(한국외대)

영어 교과서, EBS 교재, 수능시험의 읽기 지문에 대한 코퍼스 기반 어휘 사용
14:30 – 15:00 양상 연구

양수영(저현고) ･ 이동주(한국교원대)

대안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학습전략, 영어 학습신념 및 영어능
15:00 – 15:30 숙도 비교
김새봄(한국외대)
15:30 – 16:00
시간

16:00 – 16:30

(명지대)
임수연
(진주교대)
김성식
(전주교대)

휴식
사회자: 김정연 (울산과기원)

토론자

Needs analysis of English learning for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다문화청소년들의 영어 학습을 위한 요구분석)

박선호

Jungeun Kim (경인교대)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6:30 – 17:00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교육에 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연구

이경미(인청동막초) ･ 박선호(경인교대)

김정은
(한국교육
개발원)

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읽기 영역 질문 유형 분석과 질문 유형에 대한 학생·교 Yong-Jik Lee
17:00– 17:30 사의 인식 연구
(Univ. of
고현서(한국외대) Florida)
17:30 – 18:00

영어 어휘지식의 크기와 깊이에 따른 고등학생의 어휘 학습전략 비교

Jamie Costley
배주하(한국외대) (공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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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영어교육 IV
(11동 107호)

시간
13:30 – 14:00

사회자: 이성희 (총신대)

토론자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의아해하는가?

이지현
임미진(국민대)

(국민대)

학습자료로서의 애니메이션 활용에 관한 고찰: 문맥적 접근을 활용한 문법
14:00 – 14:30 중점 학습을 중심으로

임미진

김혜정(국민대)
14:30 – 15:00
15:00 – 15:30

출력능력 향상을 위한 영화영어 교수법

김혜정
류도형(국민대)

그래픽 노블을 이용한 읽기 활동에 관한 연구
휴식

시간

사회자: 윤택남 (춘천교대)

(국민대)
류도형

이지현(국민대)

15:30 – 16:00

(국민대)

(국민대)
토론자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working memory capacity in processing
of filler-gap dependency structures by ESL learners (작업메모리와 필러-갭 고정민
16:00 – 16:30
의존 구조 처리하기)
(성신여대)
Sehoon Jung(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effects a mobile-mediated flipped learning program using Kakaotalk
16:30 – 17:00 platform (카카오톡 플랫폼을 사용한 모바일 매개 플립 학습 효과)
Punahm Park(Seo Kyeong University)
17:00– 17:30

스마트 티칭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T-Kit

(서경대)
박부남

서지영(국민대)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교사 발화 비교: 문법 형식(language form)을
17:30 – 18:00 가르치는 수업 장면을 중심으로
정하나(대전중리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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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영어교육 V
(12동 410호)

시간

사회자: 표경현 (단국대)

토론자

제2언어 음성 발화의 이해도 분석에 관한 연구: 초급 및 중급 영어 말하기
13:30 – 14:00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신민채 ･ 이준규(한국외대)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읽기 어려움을 가진 한국 대학생의 읽기 행태에 관한
14:00 – 14:30 연구
신성은(한국외대)

이승복
(춘천교대)
이준규
(한국외대)

A study o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 flipped English classroom (플립 러닝을 통한 영어수업이 대학생들의 자기주 김현정
14:30 – 15:00
도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대)
Yenarae Kim(Dankook Univ.)
15:00 – 15:30

대학생을 위한 노래를 활용한 다단어 단위(multi-word units) 학습법 제안

강성관

노윤아(국민대)

(광주대)

15:30 – 16:00

휴식

시간

사회자: 장지연 (명지대)

토론자

역할을 부여한 소집단 활동이 초등학생의 정의적 영역과 영어 쓰기 능력에
Mik Fanguy
16:00 – 16:30 미치는 영향
(KAIST)
성은경(사이버한국외대) ･ 김보라(신광초) ･ 조정래(양서초)
Humor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view of the literature (초등학교
16:30 – 17:00 영어수업에서의 유머 연구)

김승화

김솔(수영초) ･ 박선호(경인교대)

(국제고)

Nudging for creativity in young learners’ classes: A reflection on practice
17:00– 17:30 (수업 사례 성찰을 통한 초등영어교육에서 창의성을 설계하기)
Roxy Lee(The Open University of Korea)

전희승
(서울대)

개정 초등영어교과서의 어휘 활동 분석과 학습자의 인식 및 능력에 따른 Roxy Lee
17:30– 18:00 어휘 활동 선호도 분석
(Open Univ.
이현지(한국외대)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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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독일어교육
(11동 108호)

시간

사회자: 유덕근 (한국외대)

13:30 – 14:00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독일어 교과서I, II 대화문의 화용론적 분석

14:00 – 14:30
14:30 – 15:00
15:00 – 15:30

토론자
이도영(한국외대)

논증적 글쓰기 교육을 위한 독일어 논증 표지 연구

유수연
(이화여대)

국세라(한국외대)
매체에 따른 텍스트 유형 분류를 적용한 학부 번역수업 운영사례
최경인(한국외대)

정혜연

언어 및 문화 교류가 가능한 수업모델: 번역 워크숍 (Übersetzungswerkstatt) (한국외대)
김창건(한국외대)
휴식

15:30 – 16:00
시간

사회자: 조국현 (한국외대)

토론자

16:30 – 17:00

독일과 한국의 비즈니스문화 비교 및 수업에서의 활용 가능성
민춘기(전남대)

이경택
(서울대)

17:00 – 17:30

독일어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기본표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미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재원(한국외대)

노래와 함께하는 독일어 수업
17:30 – 18:00

현희
(숭실대)

박경아(주한독일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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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중국어교육 I
(11동 214호)

시간
13:30 – 14:00

사회자: 김현철 (연세대)

토론자

[Featured] 词汇知识的叙事表 达与二语词汇教学

李紅印(북경대)

14:00 – 14:30

초급중국어 학습을 위한 상호작용식 교수법에 관한 연구

14:30 – 15:00

한국인의 중국어 작문 텍스트 속 응결장치 오류 분석

15:00 – 15:30

“ 吃饭” 言语表达的结构以及语用分析探究

김명순(세명대)

(서강대)
윤유정(성결대)
崔华 최화(연세대)

휴식

15:30 – 16:00
시간

강병규

사회자: 김현철 (연세대)

토론자

쓰기교육의 단계에 따른 교수요목에 대한 몇 가지 제언: 현대중국어 서간문
16:00 – 16:30 분석을 중심으로
신세리(한국외대)
16:30 – 17:00

조은경

현대중국어 감정표현관련 어휘 교육 연구
손정애(한국방송통신대)

对外汉语教学中的语言文化教育模型设计研究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중국
17:00– 17:30 언어문화 교육 모형 설계 연구)
黄雪云(배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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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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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중국어교육 II/프랑스어교육
(11동 109호)

시간
13:30 – 14:00
14:00 – 14:30

중국어교육 II 사회자: 이금희 (인덕대)

토론자

“根據”詞性新解 “근거”사성신해
김종찬(안동대)
“ㄹ” 和 “l” 的比较研究与教学展望 ‘ㄹ’ 와 ‘ㅣ’의 비교연구 및 교육 전망
Shanhu Zhu(연세대)

14:30 – 15:00

형용사 술어구와 ‘把/使/被’字구

15:00 – 15:30

중국문화 수업을 위한 콘텐츠 활용 교육 방안

(방송통신대)
진화진(연세대)
이지윤(한국외대)
휴식

15:30 – 16:00
시간
16:00 – 16:30

16:30 – 17:00

17:00– 17:30

손정애

프랑스어교육 사회자: 박동열 (서울대)

토론자

FLE 교재 분석 기준 방안 연구: 기호학적 분석 방식을 중심으로
조성회(서울대)
프랑스 기초 문법수업에 나타난 학습자 오류
김미연(압구정고)
FLE 문화 교육에서 교사의 발화

김진하
(서울대)
윤미경
(서울사대
부고)
서영지

정우향(한국교원대)

Michael Byram의 ‘문화적 전환’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능력에서 상호문화의사
17:30 – 18:00 소통능력으로
서영지(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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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우향
(한국교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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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한국어교육
(11동 110호)

시간

사회자: 김호정 (서울대)

토론자

13:30 – 14:00

외국어 수업에서 국제적인 협업: 온라인 디지털 도구 사용에 대한 사례 연구

김호정

오혜경(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서울대)

진정란
(사이버한국
외대)
김민수(상명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원 정책의 발전 방안 연구: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
14:00 – 14:30 로
외래어가 사용된 한국어 동영상 광고 활용 기반 한글교육 방법: 프랑스어 모국어
14:30 – 15:00 학습자들 적용 방안 제시

강란숙(한국외대)
다문화가정 부모의 언어 능력 및 태도가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
15:00 – 15:30 연구
이진선(한국외대)
사회자: 이미혜 (이화여대)

이정연
(이화여대)

토론자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균형이중언어화자와 비균형이중언어화자의 어휘표
16:00 – 16:25 상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

한승희 ･ 최재완･ 지윤주(한국외대)

16:25 – 16:50

(경희사이버대)

휴식

15:30 – 16:00
시간

김지형

‘-는 만큼’의 의미 분석과 의미별 특징 연구

이영숙
(한양대)
안경화

함계임(한국외대)

(서울대)

ODA 사업 수원국 내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몽골 내 한국어
16:50– 17:15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유해준

김은경(상명대)
17:15 – 17:40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

17:40 – 18:05

하브루타(Havruta)를 활용한 토론 수업의 효과 연구

(남부대)
정미지

이영조(배재대학교) (서울시립대)
최지훈
이정연(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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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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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일본어교육
(11동 111호)

시간
13:30 – 14:00

사회자: 강영부 (경희대)

토론자

일본어수업 블렌디드러닝 실천 보고: 교직과목 “논리와논술”을 중심으로

신은진(명지대) (덕성여대)

日本語依頼表現のポライトネス: てくれる てもらう形」「させてくれる させてもらう
14:00 – 14:30 形」を中心に오선주(배화여대)
14:30 – 15:00

김의영

기초학습자를 위한 문자 쓰기의 일고찰: 히라가나 「や」를 중심으로
진경애(명지전문대)

송은미
(백석예술대)
정상철
(극동대)

大学の日本語授業における文化体験導入について: 伝統文化のうちカルタを
고쿠쇼 카즈미
15:00 – 15:30 中心に(동국대)
다카쿠사키 미나(高草木美奈) (대진대)
휴식

15:30 – 16:00
시간

사회자: 정상철 (극동대)

토론자

韓日漢字音의 1･2等韻體系의 비교를 통한 대응규칙고찰: 韓･中･日･越漢字音의
16:00 – 16:30 비교를 통하여
이상이(명지전문대)
16:30 – 17:00

日本語教育におけるメディア

リテラシー活動の可能性
가네코 루리코(金子るり子)(극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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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경희
(배화여대)
이현진
(상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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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분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아랍어교육
(12동 406호)

시간
13:30 – 14:00

사회자: 최진영 (한국외대)

토론자

아랍어 VP일치구문에서 범하는 학습자들의 실수

김종도
정규영(조선대)

한국 문학에 나타난 직유 표현의 아랍어 번역과 교육 방향: 한강의 『채식주의자」
14:00 – 14:30 와 아랍어 번역서를 중심으로
양희정(한국외대)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아랍어I 교육과정 연구: 2009교육개정과 비교를 통한
14:30 – 15:00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김금년(광주광덕고)
한국문학작품에 나타난 문화소 번역방법 연구: 단편소설의 한-영, 한-아 번역을
15:00 – 15:30 중심으로
김재희(명지대)
사회자: 이규철 (부산외대)

(한국외대)
공지현
(한국외대)
김주희
(이화여대)

토론자

대학 초･중급 단계 역진행 수업(flipped classroom)에서 사용되는 아랍어 교재에
16:00 – 16:30 관한 평가
서정민(한국외대)
16:30 – 17:00

고은경

휴식

15:30 – 16:00
시간

(명지대)

Flipped learning에 의한 아랍어 영화활용 교수방안 연구

곽순례
(한국외대)
최진영

이계연(명지대학교) (한국외대)

한국인의 아랍어 구술 담화에 나타난 담화표지 사용 양상 연구: KBS World
17:00– 17:30 Radio 아랍어 방송 인터뷰를 중심으로
조정민(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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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민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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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러시아어교육
(12동 407호)

시간

사회자: 서상국 (단국대)

토론자

Использование электрон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ресурсов в преподавании
13:30 – 14:00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Elena Brichenkova(경희대)

Ekaterina
Popova
(성균관대)

К вопросу о развитии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навыков у учащихся
14:00 – 14:30 продвинутого уровня(презентация учебного пособие «Дорога в
Россию-4» В.А. Божко и Е.В. Поповой)
Valentina Anatolievna Bozko(고려대)

Lyudmila
Yushina
(한양대)

An integrative approach to teaching Russian as a liberal foreign language
안혁
14:30 – 15:00 in college (대학 교양 러시아어 프로그램에서 통합적 수업 모형 사례)
(성균관대)
문성원(안양대)
Ономасистическая лексика фольклореых текстов на занятиях по
15:00 – 15:30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как иностранному
Olga Cpiridonova(안양대)
Svetlana Novichkova(Herzen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of Russia)
휴식

15:30 – 16:00
시간

Natalia
Blasyuk
(충북대)

사회자: 안혁 (성균관대)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파열음 발음 학습에 관한 음성학적 연구 및 교수법
16:00 – 16:30 제시
Diana Kaparushkina(선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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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변군혁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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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분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스페인어/그리스어/라틴어교육
(12동 408호)

시간
13:30 – 14:00

14:00 – 14:30
14:30 – 15:00
15:00 – 15:30

사회자: 심상완(단국대)

윤영순
(한국교육
이강국(한국외대)
과정평가원)

스페인어 관용어의 의미 형성에 작용한 역사-문화적 요소 연구
스페인어교육에서의 문화: 문학교육을 중심으로

16:00 – 16:30

심영식
유왕무(배제대)

지역사회 통역을 위한 스페인어 교육

(선문대)
이강국

박소영(한국외대)
방향부사의 방향성 상실에 대한 학습자들의 판단 기준

(한국외대)
박소영

곽재용(육군사관학교)

(한국외대)

휴식

15:30 – 16:00
시간

토론자

사회자: 심상완(단국대)

토론자

PBL을 활용한 '스페인어 청취' 수업 II

곽재용
심영식(선문대) (육군사관학교)

(그 리스 어교 육 )
16:30 – 17:00 현대 그리스어 전치사 학습자 오류분석과 교육제안

손윤락
김혜진(한국외대)

(라틴어교 육 )
17:00– 17:30 대학 교양강좌로서 라틴어 교육 방법론

김혜진
손윤락(동국대)

- 23 -

(동국대)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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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Learning with Can-Do Statements: The Power of Student Involvement
in the Learning Process
Aleidine J. Moeller, Ph.D.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ACTFL President)

The

NCSSFL/ACTFL

(National

Council

of

State

Supervisors

of

Foreign

Languages/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Can-Do Statements
(NCSSFL and ACTFL, 2017) provide guidance for learners and teachers to chart and
document learning progress. Aligned with the ACTFL Proficiency Guidelines, language
learning targets are expressed in terms of positive short and long-term learning goals (CanDo Statements) that provide language learners the opportunity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own learning and to monitor their own learning experiences to ensure accomplishment of
these goals. These can-do descriptors serve as learning targets to document what learners
“can do” with language and can provide learners, teachers and language programs

with

learning objectives that are user friendly, learner-centered and promote reflection and selfregulation aimed at involving the learner directly in the learning process. Learning targets
focus learners’ cognitive efforts on and allocate working memory capacity to the

specific

learning tasks that are being addressed.
The NCSSFL/ACTFL Can-Do Statements reflect the language learning continuum from the
Novice through the Distinguished proficiency levels and provide a common global assessment
for language competency in each mode of communication (interpersonal, interpretive,
presentational). Strategically aligned with the ACTFL Proficiency Guidelines these Can-Do
language descriptors allow learners to chart their progress and teachers to document learner
growth o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recognized scales (ACTFL 2017).
The Can-Do Statements were designed to promote functional use of the target language
while providing opportunities for learners to experience language and culture together. These “useroriented” (Alderson, 1991, p.74) can-do statements are presented as learning indicators designed
for language learners to self-assess their language performance and to chart what they can
do with language and how well they can perform a language function. The can-do descriptors
are designed to provide guidance for what counts as progress and to assist in identifying types
of evidence that document language proficiency.
How do we position students to think about their own learning and make conn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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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and outside the classroom to monitor their own learning development?
learners are seen as subjects of assessment, not users of assessments. The most

Too

often

successful

strategies according to scholars in the field is to
– set goals and have students participate in that goal setting process
– devise an action plan that allows the learner to achieve the goal
– and finally a reflection to see if the goal was met and at what level.
Once learners become involved in this process of learning, assessment begins to feel more
like teaching than testing. When learners are able to personalize goals, they become relevant
and meaningful. Assessment as an instructional tool promotes learning rather than serving
solely the purpose of evaluating and assigning grades (Davies 2000). As Little (1999) noted
when learners can ask what are we learning and why are we learning it, the reflective
process begins. The reflection process requires learners to have a deeper understanding

of

learning and their learning experiences to interpret new learned knowledge in relation to their
prior knowledge. The Can-Do Statements engage the learners in using assessment information
to learn how to judge the quality of their own work and set goals for their improvement.
As Alderman (2004, p. 105) noted, “Goal setting influences learning and motivation by
providing a target and information about how well one is doing.” Such a process involves
the learner actively in the learning process that promotes motivation, ownership

and self-

regulation.
According to motivation theory, three components are essential in motivating humans:
autonomy, self-determination or competence, and connection to others. When these drives are
fulfilled, “people achieve more and live richer lives” (Pink, 2011, p. 71). The ability to make
decisions, personalize learning and choose how to demonstrate evidence of learning is central
to autonomy. The ability to collaborate with peers, teachers and native speakers provides the
important affective element of connection with others. The third component, competence, is
the ability to make progress, realize that progress and be able to carry out learning tasks
independently. All of these components for
motivation were strategically embedded in

improving
the

achievement,

self-regulation

NCSSFL-ACTFLProgress

Indicators

and
for

Language Learners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2017). The CanDo Statements provide a clear direction to focus learners; language learning efforts that will
help them meet their learning goals. Such a constructivist, or sociocultural worldview, regards
learning as an ongoing process where learners are continually involved in self-assessment and
self-reflection about their own learning ultimately aimed at devel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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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regulation and self-efficacy.
Empirical research conducted at the classroom level has shown that goal setting, which is
at the heart of Can-Do learning, promotes self-regulated learning, increases language and
academic achievement, enhances motivation and task value and improves self-assessment when
implemented regularly and frequently (Ciesielkiewicz & Coca, 2013; Little, 2009; Little, 2003;
Little, Goullier, & Hughes, 2011; Moeller, Theiler, & Wu, 2012; Moeller and Yu, 2015;
Ziegler, 2014; Ziegler & Moell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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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Writing in Context
Paul Kei Matsuda
(Arizona State University)

In today’s hyper literate global world, being able to speak multiple language is nothing
special. What sets you apart is the ability to communicate effectively in a wide variety of
personal, academic and professional contexts—using a wide variety of genres. Yet, the
teaching of writing often continue to focus on preparations for writing tests—or grammar
exams thinly disguised as writing tests—or a limited sets of classroom genres that has no
use outside the classroom or exam contexts. The narrow focus on so-called “academic
writing”—or five paragraph essays in response to decontextualized writing prompts—make
writing dull for both students and teachers alike. In this workshop, I

will

discuss

the

problem of traditional, decontextualized writing prompts, and articulate simple ways to make
writing more realistic, meaningful and engaging for both students and teachers a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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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Bosnia and Herzegovina, China, Denmark, Germany, Guatemala, Hong Kong, Hungary,
Indonesia, Israel, Italy, Japan, Kazakhstan, Korea, Malaysia, Mexico, New Zealand, Peru, the
Philippines, Qatar, Singapore, Spain, Taiwan, Thailand, Turkey, United Arab Emirates, and throug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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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wnership of Language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the Global Era
Paul Kei Matsuda
(Arizona State University)

We live in the global era in which ideas and goods flow relatively freely across national
boundaries. Yet, many of the modernist assumptions that were created in the 18th
continues to haunt us. The very term “foreign language” is a good example

of

century
how we

implicitly embrace and reinscribe the outside status for our students who are learning
languages that historically originated from far-away places. This keynote talk will question the
ownership of language and its implication for so-called “foreign” language education. For this
purpose, I will examine the rise of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and, despite the growing
awareness of its spread and diversity, how it continues to be seen as the language that
belongs to certain privileged groups of people. I will then discuss strategies for recognizing
and negotiating language differences—strategies for language education in the global era.
BIODATA
Paul Kei Matsuda is Professor of English and Director of Second Language Writing at Arizona State
University, where he works closely with doctoral students specializing in second language writing
from various disciplinary perspectives. He is also Concurrent Professor of Applied Linguistics at
Nanjing University, China. Paul is Founding Chair of the Symposium on Second Language Writing
and Series Editor of the Parlor Press Series on Second Language Writing. He also has served as a
former President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Applied Linguistics, the founding chair of the
CCCC Committee on Second Language Writing and the chair of the Nonnative English Speakers in
TESOL (NNEST) Caucus. Paul has published widely on various topics on language, writ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in applied linguistics, rhetoric and composition and TESOL, and has
received a number of prestigious awards for his publications. He has been invited to present keynote
and plenary talks as well as lectures and workshops in various countries and regions, including:
Australia, Bosnia and Herzegovina, China, Denmark, Germany, Guatemala, Hong Kong, Hungary,
Indonesia, Israel, Italy, Japan, Kazakhstan, Korea, Malaysia, Mexico, New Zealand, Peru, the
Philippines, Qatar, Singapore, Spain, Taiwan, Thailand, Turkey, United Arab Emirates, and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teaching, research and professional service, Paul has served as a
program developer, evaluator and consultant for various language programs and graduate program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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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FL—Preparing Linguistically and Culturally Proficient
Learners for World Citizenship
Aleidine J. Moeller, Ph.D.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ACTFL President)

The purpose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is generally to further a particular profession, the
interests of individuals engaged in that profession and the public interest. One of the critical
roles of professional associations is in large part advocating for the profession, making the
public aware of the benefits and added value that a particular profession offer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members of its society. The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ACTFL) is dedicated to the improvement and expansion of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all languages at all levels of instruction.
Believing that language and communication are at the heart of the human

experience,

ACTFL, much like KAFLA, provides vision, leadership and support for quality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In order to improve and expand language learning at all levels of
instruction, ACTFL has provided leadership in establishing standards for language teachers
and learners and identified guiding principles

that

promote

effective

language

learning.

Successful efforts that ACTFL has assumed and led include advocacy, research, professional
development, assessment, publications and

annual

conventions

that

attract

thousands

of

ACTFL was founded in 1966 to build awareness about the benefits and advantages

to

language educators from around the world.
language learning among the public at large, which included policy makers, school and
university administrators and other educational personnel, parents and students. A second goal
was to effect change or influence policies surrounding language education. The context of
today’s reality has made these efforts all the more important. While we increasingly

value

linguistic and cultural competence, much work remains to establish language learning

as

integral to the education curriculum and in the mindset of the average American.
In order to reach our stakeholders, build awareness and produce linguistically and culturally
proficient language learners, ACTFL collaborated with other organizations to create a voice in
Washington, DC. The Joint National Committee for

Languages/National

Council

for

Languages and International Studies was established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continuing movement in favor of learning foreign language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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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ship of special projects to improve and enhance the teaching of these languages”
(Scebold, 1973: 292-293). In 1979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Foreign Language and
International Studies issued recommendations calling for building our linguistic and cultural
capacity. An increase in federal funding supported this expansion

through

a

variety

of

agencies including the Fulbright-Hays scholarships. Language educators and scholars called for
building capacity at the K-12 level as well as in higher education to raise levels of language
proficiency in students and language teachers. ACTFL responded with efforts to build public
awareness for foreign languages and international studies and lobbied for foreign languages to
be included as a core subject under the Goals 2000 legislation. This led to higher language
proficiency requirements for program standards for teacher education and led to current
requirements that teacher candidates achieve Advanced Low or Intermediate High levels of
proficiency, depending on the language.
As language enrollment declined in the 1980’s and 1990’s language educators recognized
and included language advocacy as part of their responsibility as language educators. This
continues today as 98% of respondents to a 2013 national poll conducted by the National
Research Center for College and University Admissions in collaboration with ACTL, agreed
that advocacy was part of their professional role. In the teacher program standards developed
by ACTFL for the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Educator Preparation (CAEP)

Standard

6

requires evidence that teacher candidates can articulate the important benefits of language
education (ACTFL, 2015).
In 2005 ACTFL launched its first formal public awareness campaign: The Year of
Languages. A series of national events focused around a monthly theme to gain support in
local communities, local school and state boards and informational meetings with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at the federal level. This culminated in an all-out advocacy effort on the part
of ACTFL and members of the language community, the Discover Languages . . . Discover
the World! Campaign that ran from 2006-2013.
With the fundamental changes in economic, social, climate and health issues globally, the
need to build linguistic and cultural capacity became critical resulting in funded programs at
the postsecondary level such as the U.S. Department of Defense’s Flagship programs and
continued support for language programs. Due to the immigration, migration

and

globalization, the importance of recognizing heritage speakers and the added value they bring
to the table resulted in an expansion of dual language and immersion programs to help meet
the language demands by business employers and the federal government. In February 2017,
a national report released by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 Sciences (AAAS) and
commissioned by the U.S. Congress, posited five recommendations for solving the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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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These recommendations included expanding opportunities for access to language study
for all students, strengthening language programs, engaging leaders and stakeholders in
language advocacy and building awareness among heritage populations of the benefits

of

heritage populations.
The major responsibility first and foremost is to support language learning through excellent
language programs (Rivers, Robinson, Harwood and Brecht, 2013), an issue that ACTFL
takes seriously. A look at ACTFL’s web site quickly reveals resources available gratis for
developing effective communicative language programs that range from webinars, to books, to
videos and more. Most recently an initiative begun in California, the Seal of Biliteracy,
allows students to document their competence in two languages. This Seal of Biliteracy,
which has expanded to over 30 states, appears on the diplomas indicating proficiency in
more than one language. Such initiatives are propelling our field closer to a “new normal’
where language education is accessible to all and is viewed as essential to the well-being of
all world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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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Concept ‘Transmedia’
to Save Foreign Languages from Dying
이자원
(국민대학교)

1. 들어가며
과연 오늘날의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하는가? 꼭 읽었으면 하
는 교재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 것인가? 수업
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권태와 좌절감을 극복하게 해 줄 방법은 무엇인가? Kopka 와
Hobbs(2014)는 학생들의 기호가 다양해지고 테크놀로지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학생
들을 학습에 깊이 참여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강해
지고 있다고 했다. 동시에 전통적인 강의는 설 자리 잃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written pages 에만 의존하는 수업은 오늘날의 학생들에게는 권태와 좌절감만 느
끼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학생들을 Engdahl(2014)은 구체적으로 ‘born digital'이라
칭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transmedia 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오늘날 많은 대학교에서 겪고 있는 영
어교육의 어려움에 대해 한 마디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transmedia 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외국어교육과 접목을 시키면 어떤 언어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2. Transmedia와 Transmedia storytelling
먼저 transmedia 가 무엇인지 정의를 살펴보자.
Transmedia is commonly defined as a narrative or project that combines multiple
media forms. A transmedia project may combine many different types of prints or
prose text, graphics and animation, or work across multiple platforms, such as
different types of social media platforms, interactive websites or advertising outlets.
(“Transmedia”,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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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정의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쉽게 설명을 해 보겠다. Transmedia 란 문자
그대로 미디어(media)를 뛰어넘는(trans) 것을 말한다. 미디어는 책, 뉴스, 영화, 웹사이트
등이 해당되고, 이 미디어들 하나하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Transmedia 는 각각의 이
러한 미디어들이 결합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본래의 미디
어가 갖고 있는 독립적인 이야기들을 뛰어넘게 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윤태호 작가의 ‘미생’은 2012 년 웹툰으로 등장해 인기를
얻고, 책으로 출판되었다. 즉, 동일한 이야기를 웹툰에서 책으로 미디어만 바꾸었을 뿐
이다. 이런 경우는 transmedia 라 하지 않고, OSMU(one source multi use)라고 한다. 그런
데, 이후에 주인공 6 명의 각각의 과거이야기를 다룬 미생 프리퀄 웹드라마가 만들어 졌
다. 이 웹드라마에서는 2012 년도 웹툰이나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야기들이
추가로 다뤄 짐에 따라 ‘미생’의 세계를 크게 확장 시켰다. 바로 이런 경우가 transmedia
이다. 다음에 등장인물 중 오 차장의 대리시절을 그린 ‘미생’ 특별 편 웹툰이 나왔는데
이것 또한 ‘미생’의 세계를 크게 하였으므로 transmedia 라고 할 수 있다. 결국은
transmedia 란 각각의 미디어의 이야기들이 하나의 커다란 세계로 통합이 되는 것을 가리
킨다고 하겠다.
이번에는 영화, 어벤져스(Avengers)1) 를 예를 들어 transmedia 를 설명을 해 보겠다. 어
벤져스 영화는 마블(Marvel)에서 제작한 슈퍼 히어로들이 대거 등장하는 영화이다. 즉
이 영화는 그동안 각 슈퍼 히어로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개별 스토리들을 기반하여
또 다른 새로운 하나의 큰 틀(transmedia)를 만들어 제작된 영화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슈퍼 히어로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수준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스토리들이 합쳐 짐으로
서 세계가 확장된 새로운 틀을 갖춰 탄생한 영화이다.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
펴보면 Transmedia storytelling 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가 있다. 다시 말해, Transmedia
storytelling 은 개별 미디어의 이야기를 뛰어넘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디어의 스토
리들과 결합하여 하나의 큰 틀을 완성한다. 이런 맥락에서 어벤져스는 Transmedia
storytelling 의 좋은 예이다.
3. Transmedia Storytelling과 Language Learning과의 접목
스타워즈(Star Wars)를 가지고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술해 보겠다.
1) 어벤져스 영화 시리즈는 마블(Marvel)에서 나온 영화로써 기존에 나와 있던 다양한 슈퍼히어로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악당들과 사투를 벌이는 영화이다. 기존의 1세대 어벤져스로써는 캡틴아메리카(Captain
America), 토르(Thor), 블랙위도우(Black Widow), 호크아이(Hawkeye), 아이언맨(Ironman), 헐크 (Hulk)가
한 팀이 되어 다양한 적들과 싸우고, 2세대 어벤져스로서는 비젼 (Vision), 스칼렛 위치(Scarlet Witch),
팔콘(Falcon), 워 머신(War Machine) 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외에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Guardians of
the Galaxy), 버키 반스(Bucky Barnes), 블랙 팬서(Black Panther), 앤트맨(Ant-man), 닥터스트레인지(Dr.
Strange), 스파이더맨(Spiderman) 같은 다양한 슈퍼히어로들이 모이면서 하나의 커다란 마블 어벤져스를
이루어 타노스(Thanos)라는 커다란 적과 싸우는 이야기를 그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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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사는 학생들에게 스타워즈에 대해 발표를 해 줄 것을 요청을 한다. 그런데 스타
워즈의 세계가 너무 방대하므로 교사가 주제를 정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스타워
즈의 세계에서는 5 가지의 토픽을 정한다: 세계관, 무기, 정치, 인물, 마지막으로 순수한
스토리라인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관심이 있는 주제별로 모여서 함께 스터디를 하여
발표를 하게 된다.
학생들이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다른 미디어를 조사하게 되
는 데, 정보들이 주로 영어로 되어 있어서 영어와 필연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이때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이므로, 이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교사에게 영
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즉, 영어 공부를 위해서 영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호기심
충족을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라 학생들이 예상 외로 열심히 학습하는 장면을 실
제 현장에서도 목격을 할 수가 있다.
만약 교사들이 이런 활동을 진행하기 부담스럽다면 transmedia 를 활용한 교재를 사용
하는 것도 가능하다. Tombquest(Northrop, 2015)라는 책이 transmedia 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이다. 이 책은 읽기가 어휘나, 문법 측면에서는 읽기가 매우 쉽게
써져 있다. 하지만 이 책만 읽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책을 읽는 도중에 부
호(Hieroglyphic Alphabet)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 부호들은 글의 이해를 위한 단서를 제
공하고 있다. 이 단서들을 알아야 읽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책이 구성되어 있다. 단서들
은 독자들이 다양한 영상이나 미디어를 이용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다.
4. 나가며
오늘날의 학생들은 ‘born digital’ 또는 ‘digital natives’라고 한다. 교사들은 오늘날의 세
대들이 새로운 세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그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technology
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researcher’라고 한다. 그들이 정보를 구하여 해석하며 분석하는 주
인공들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말이라고 하겠다. 교사들의 역할은 그들에게 어디서 정보
를 구하면 되는지를 지도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영어교실에서는 영어라는 언어를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다면 교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교사가 할 일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contents)를 제공해 줄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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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a Cutting Edge Research Topic
Paul Kei Matsuda
(Arizona State University)

Presentations and workshops on writing for publication often focus on genre features or
procedures for submitting and negotiating manuscripts, but often the real challenge for novice
researchers (as well as experienced researchers) is finding a viable topic that is
pursuing. In this presentation, I will share strategies for identifying a viable

topic

worth
for

research publication and how to develop it into a sustainable research program.

BIODATA
Paul Kei Matsuda is Professor of English and Director of Second Language Writing at Arizona State
University, where he works closely with doctoral students specializing in second language writing
from various disciplinary perspectives. He is also Concurrent Professor of Applied Linguistics at
Nanjing University, China. Paul is Founding Chair of the Symposium on Second Language Writing
and Series Editor of the Parlor Press Series on Second Language Writing. He also has served as a
former President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Applied Linguistics, the founding chair of the
CCCC Committee on Second Language Writing and the chair of the Nonnative English Speakers in
TESOL (NNEST) Caucus. Paul has published widely on various topics on language, writ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in applied linguistics, rhetoric and composition and TESOL, and has
received a number of prestigious awards for his publications. He has been invited to present keynote
and plenary talks as well as lectures and workshops in various countries and regions, including:
Australia, Bosnia and Herzegovina, China, Denmark, Germany, Guatemala, Hong Kong, Hungary,
Indonesia, Israel, Italy, Japan, Kazakhstan, Korea, Malaysia, Mexico, New Zealand, Peru, the
Philippines, Qatar, Singapore, Spain, Taiwan, Thailand, Turkey, United Arab Emirates, and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teaching, research and professional service, Paul has served as a
program developer, evaluator and consultant for various language programs and graduate program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Presentation Language: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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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 집필관련 문제점
김해동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영어 교재와 관련한 이론적 영역을 구분 할 경우, 교재 개발, 교재 평가 그리고 교재
의 활용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Sheldon 1987). 이 중에서 교재 개발과 관련된 연구
및 제언은 문헌상에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Tomlinson 2012). 그러나 교과서와 더
불어 교사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을 영어 교사용 지도서 개발에 대한 연구 및 제언
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발표는 국내의 중, 고 영어 교과
서 집필자들이 교사용 지도서 집필 시에 유념하는 점과 어려움을 느끼는 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용 지도서의 개발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언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로
한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 개발자 총 여덟 명을 대상으로 반 구조
적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개인별 총 면담 시간은 한 시간 이내에 이루어 졌으며 약
25 개의 교재 개발과 관련된 질문을 순차적으로 하며 응답을 본 발표자가 기록하였다.
면담 결과 집필자들은 지도서 집필 시 교과서와 연계성, 교과서 보다 많은 지식 정보 제
공, 수업 진행에 대한 아이디어, 지필 및 수행 평가 자료, 교사의 피드백 표현 등에 초점
을 두고 개발을 하고 있었다. 집필자들이 어려움을 표시한 점은 교사 경력에 따라 선택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도서 제작, 교과서와 상응할 만한 추가 활동 자료의 제작, 단
원 평가 문항 및 수행 평가 개발, 적절하며 다양한 교사 영어 표현 수록, 대조 문화 자
료의 제시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용 지도서가 교사의 경력과, 모국어 변인 그
리고 국외의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하여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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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영어 수업 관찰 도구 개발
장경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I. 연구 배경 및 목적
미래사회 요구에 따른 핵심역량 기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평가의 새로운 방향
을 반영하여 학생 배움 중심 영어수업 관찰·분석·평가 도구 개발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
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영어수업 평가 도구 개발에 적용된 원리는 연수, 영어교사 수
업능력, 영어수업 관찰 및 평가 관련 문헌 분석 결과와 영어수업 평가 도구 활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추출되어 적용되었다. 외국어 습득 이론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영어 학습 과정 이해와 효과적인 영어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시작된 영어수업 관찰 도구(observation schemes) 또는 평가 도구는 다양한 맥락에서 각기
다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Nunan, 1992). 영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
황에서 주어진 목적에 맞게 기개발된 수업 평가 도구를 재구성하거나 재구성하여 사용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교사 심화연수의 목적인 현직교사의 영어수업능력을 향
상시키는 목적에 맞게 영어수업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어수업능
력에 대한 개념 분석을 통해 영어수업 평가 요소를 추출하고,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방안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해 평가 요소들로 구성된 평가 도구들이 수업능력 제고란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어수업 평가 결과가 교사의 수업능력에 대한
평가로 그치지 않고 수업에 대한 객관적 관찰 결과로서 교사의 수업력 향상에 긍정적으
로 환류(positive washback effect)될 수 있는 평가 도구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미래사회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역량 기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교
육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학생이 배운 지식을 일상생활이나 새로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 강조된다.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행
에 참여하고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과정이나 탐구활동에 참여하는 토의·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활동 등의 학생 참여형 수업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습자 중심과 학습
자 참여를 강조 등이 반영되는 영어수업 평가 도구가 되도록 하였다. 기존의 영어수업
평가 도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은 학생이 무엇을 하는가 보다 교사
가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학생 배움 중심의 수업 평가 도구에서는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강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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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영어교육 환경에서 학생을 학업 성취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의 배움 과정이 관찰되고 평가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과정중심평가는 결과
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 과정 중에 일어나는 세부적인 정보들을 다각도
로 수집하여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배움과 성장을 돕게 된다. 학생의 배움 중심
영어교육에서의 교수학습 과정은 교육과정의 방향에 맞게 설계되고 이 과정이 평가되고
학생의 배움 과정에 대한 기록으로 연계된다. 개발되는 영어수업 평가에서는 과정을 중
시하는 평가가 교수·학습과 연계하여 수업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어교사가 수업 목표에 근거한 수업을 설계하여 진행하고, 학습자가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배움 과정 중에 목표 달성이 점검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수업 평가 도구를
설계하였다. 평가가 교사 입장에서 목표 달성 점검으로 그치지 않고 피드백 활동이 학
습자의 배움 과정에 이루어져 학습과 성장을 돕는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학습동기
를 신장하는 지도 수업 평가 도구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일반교육에서 시작된 수업 평가 도구 개발이 현재 다양한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변형
되거나 새로운 도구가 개발되어 사용된 것은 수업 평가 목적의 다양성과 함께 도구의
복잡성으로 인한 사용의 어려움도 역할을 하였다. 영어교육 연구를 기반으로 많은 관련
요소를 담고 있는 평가 도구가 개발되어도 실제 영어수업 평가에서 관련 요소를 찾기
어렵거나 평가자가 주어진 시간 내 사용하기 어렵다면 유용하지 못한 도구가 될 것이다.
너무 많은 요소를 추출하여 나열하는 것을 지양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내포하였다.
요소 간 포함 관계에 있는 것을 별도로 분리하여 상세화하기 보다는 포괄적 요소로 제
시하되 수업 관찰에 기반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아무리
세분화되고 종합적인 영어수업 평가 도구라 할지라도 평가자나 교사가 사용하기 복잡하
거나, 사용법에 대한 장기간의 연습이나 훈련이 요구되거나, 평가 대상 수업에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이 수업 평가 도구는 실용성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
이 낮다. 실용성 원리는 기존의 영어수업 평가 도구에 대한 분석이나 교사들의 요구 분
석에서도 강조되었으며 개발에도 반영되도록 하였다. 다양한 수업 관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2. 영어수업 관찰·분석·평가 도구 개발 절차
미래사회 요구에 따른 핵심역량 기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평가의 새로운 방향
을 반영하여 학생 배움 중심 영어수업 관찰·분석·평가 도구가 개발되었다. 개발 목적에
부합되는 영어수업 관찰·분석·평가 도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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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원리 추 출

도 구 (안) 개발

▪ 행연구 분석
선
–
수
심화연
–
문성
수업전
-영어수업
평가

▪ 문가 협의회
전
–
영역
평가
–
문항
평가
상세화
-평가 척도

▪ 어수업 평가
영
도구 활용
실태 및 요구
설문 조사
결과 분석

▪ 적합성
현장
검토단 구성

▪ 문가 협의회
전

･
수정 보완

현장 적합성
검토
▪ 적합성
현장
검토단 구성
▪기준
검토
▪ 인검토단의
온라
검토 시행 및
결과 수합

▪ 협의회
전문가
-검토 의견에
따른 평가
도구 초안
수정·보완
▪

▪

이드
활용가
초안(도구,루브
릭, 사용법,
유의사항 포함)
실용성
기준

검토

실용 성 검토

▪ 적용에서의
현장
실용성 검토
▪ 성 제고를
실용
위한 수정·보완
▪ 가이드
활용
수정·보완
▪도구
평가
영문화

최종 안

▪영어수업 평가
도구
국문·영문판
▪활용가이드
제작
▪활용 확대를
위한 설명회
개최 계획 수립
▪연수기관 및
현장 활용 확대
방안 논의

[그림 1] 영어수업 관찰·분석·평가 도구 개발 절차

첫 번째 단계의 목적은 영어수업 평가 도구 개발에 적용할 이론적 원리와 개발 방향
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화연수, 영어수업 전문성, 영어수업 평가 분야에서 수
행된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이 이루어졌다. 4 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미래사회 대비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역량 기반 국가수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교수학습
과 평가의 변화 방향을 분석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수업 평가 도구 개발의 원리 및
방향 설정에 반영하였다. 선행연구 및 맥락 분석 기간에 시행된 영어수업 평가 도구 활
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평가 도구 개발 방향을
추출하였다.
관련 문헌 분석, 여건 분석, 활용 실태 및 요구 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추출된 원
리를 반영하여 영어수업 평가 도구의 초안을 개발하였다. 평가 도구 초안에는 평가 영
역, 영역별 세부 평가 문항, 평가 척도가 제시되었다. 초안에 대한 현장 적합성 검토를
위해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검토단을 구성하였다.
영어수업 평가 도구 초안에 대한 현장 적합성 검토를 위해 검토 기준이 마련되고 이
기준에 따라 영어 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검토단은 평가 도구 초안 검토를 실시하였다.
수합된 도구 초안에 대한 현장 적합성 검토 결과를 분석하여 초안의 수정·보완에 반영
하였다.
수정·보완된 영어수업 평가 도구는 현장 적용을 통해 실용성을 검증하게 된다. 현장
영어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이나 동료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수
업에 적용하여 본 후 이를 바탕으로 수정·보완된 영어수업 평가 도구에 대한 의견을 제
시하였다.
영어수업 평가 도구의 실용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영문
도구, 활용 가이드를 제작하여 시도교육청, 연수기관, 학교 등 배포 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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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수업 평가의 활용 확대를 위한 시도교육청 심화연수 담당자, 영어교육 컨설턴트단,
심화연수 이수자 및 운영기관 대상 설명회를 계획하였다.
3. 영어수업 관찰·분석·평가 도구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영어수업 관찰·분석·평가 도구(국문,영문)는 다음과 같다.
(4-exceeds; 3-meets; 2-approaching; 1-not yet) (해당란에 √ 표함)
영역

4

기준

3

2

1. 학생의 핵심역량 함양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업을 설계하였
다.
I.
수
업
설
계

2. 학생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학습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3.학생 중심 수업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를 선정하고 학습 활동을
구성하였다.
4. 수업 단계별로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였다.
5. 학습 목표와 일관된 평가 계획 및 평가 결과 활용 계획이 포함되
었다.
목표
및
학습
내용
제시

Ⅰ. 영역 합계
1.학습 목표를 쉽고 분명하게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생
활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적절한 맥락을 활용하여 효과적으
로 목표언어(구문, 어휘, 의사소통기능, 언어형식)를 설명
한다.
3. 학생들이 실생활과 연계된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 자신이
배워야 할 목표 언어를 충분히 연습하고 사용해보도록 한
다.

상호
작용
Ⅱ
.
교
수
학
습

4.학습 활동 중 학생-학생, 교사-학생, 모둠-모둠 간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한다.
5.학생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갖고 능동적이며 적극적
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6. 학생들이 학습 활동 중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협력할 수
있도록 한다.
7.학생과 교사 간 라포르 형성과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한 분
위기를 조성한다.
8. 학생의 실수나 오류에 대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한 피드백
을 제공하여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
고 격려한다.

수업
운영

9. 수업의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학생의 활동 과정을 관찰한
다.
10.학습 활동 시간을 적절히 배분한다.
11. 학습 활동 목적과 특징에 맞게 반을 조직하고(개별, 짝,
모둠, 전체 등) 운영한다.
12.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인터넷 정보, 교수학습매체,
보조자료 등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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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영어

13.학생의 발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언어(질문
등)를 사용한다.
14.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영어를 사용한다.
15.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효과적으
로 사용한다.
Ⅱ. 영역 합계

/60

1. 질문, 관찰 등 학습 목표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 목표 달
성을 점검한다.
2.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이나 급우의 학습 목표 달성을 상호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Ⅲ
.
평
가

3.학습 목표 달성 여부 점검 결과를 학생과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하여 성찰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
4. 학습 과정 중 이루어지는 개별/상호/모둠평가에 평가 기준을 제공
하여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 교수 학습 전 과정이 학습 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학습 목표
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Ⅲ. 영역 합계

총점 I. 영역

+ Ⅱ. 영역

/20

+ Ⅲ. 영역

=

/100

1. 자신의 수업에 대하여 만족한 점, 가장 기억에 남는 점 등

자기
수업
성찰

2. 자신의 수업에 대하여 아쉬운 점, 차후 수업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 등

총평

날짜:

교사:

(인) 평가자:

(인)

(4-exceeds; 3-meets; 2-approaching; 1-not yet) (√ as appropriate)
Category

Criteria

4

1. Designed the class organically linked up with the
students' core competencies.

I.
Lesson
Planning

2. Designed the lesson centered on learning activities
that encourage the students' active and voluntary
participation.
3. Selected appropriate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for student - centered class and designed learning
activities.
4. Appropriately allocated the time for each phase.
5. Included a plan of evaluation consistent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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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objectives and plans to utilize the evaluation
results.
Ⅰ. Subtotal

Aims
&
Learning
Points

/20

1. Provides the students with easy and clear
presentation of their learning goals so that
they can understand them in connection
with their own lives.
2.

Explains the target language (phrases,
vocabulary, communicative functions, and
language
forms)
effectively
using
appropriate and consistent contexts for the
students to understand.

3. Encourages the students to practice and use
the target language they need to learn
through real-life communicative activities.

Interaction
&
Activities

4. Ensures active interaction between student student, teacher - student, and group-group
during learning activities.
5. Ensures that the students are actively
involved in learning activities with constant
interest.
6. Allows the students to teach, learn, and
collaborate with one another in their
learning activities.
7. Creates an atmosphere that establish a
close rapport with the students and brings
about positive and consistent learning.

Ⅱ.
Teaching
&
Learning

8. Encourages the students to solve problems
on their own by providing appropriate
feedback on the student's mistakes or
errors.
Class
Manageme
nt

9. Observes the students’ learning activity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of
the class.
10. Appropriately allocates time for learning
activities.
11. Organizes classes (in individuals, pairs,
groups, whole etc.) to suit the purpose
and characteristics of learning activities.
12. Uses Internet, teaching and learning
media, and resources appropriately to
support the students’ learning.
13. Uses English effectively to elicit the
students’ reactions.

Classroom
English

14. Uses English appropriate to the level and
needs of the students.
15. Uses the linguistic and non-verbal
elements appropriately and effectively to
suit the situation.
Ⅱ. Subtotal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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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ecks the achievement of learning objectives by
using appropriate methods(e.g. questions, observations
etc.)
2. The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do self-/peerassessment in the learning process to check the
achievement of learning goals.

Ⅲ.
평
가

3. By sharing the results of checking the achievement of
learning goals with students, students will be able to
organize what they have learned and have the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ir learning process.
4. Share the assessment criteria with the students so that
assessment is done fairly.
5. The whole process of teaching and learning is linked
to the learning objectives in an organic way so that
the learning objectives can be effectively achieved.
Ⅲ. Subtotal

Total

CategoryⅠ

_/20

+ Category Ⅱ _

+ Category Ⅲ _

=

/100

1. Most fulfilling, satisfying, memorable experience, things to share etc.

Teacher
2. Lessons from this lesson, things to be improved, to be considered for next class
SelfReflection etc.

General
Comments
(Observer)

Date:
Teacher:

Assessor:

[그림 2] 영어수업 관찰·분석·평가 도구(국문,영문)

개선된 영어수업 관찰·분석·평가 도구에 따라 영역별 상세 평가 기준(band descriptors)
을 개발하였고 도구 활용 안내서를 개발하였다. 이 모든 자료는 국문과 영문으로 제시
되어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도구는 문헌
분석, 영어수업 평가 실태 조사 및 요구 조사, 심화연수 참가자 수업력 분석 결과, 현장
적합성 검토 및 실용성 검토를 통한 타당화 과정을 거처 개발된 도구로서 변화된 영어
교육 환경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수학습과 평가의 변화에 따른 학교 영어수업의 변
화와 영어교사의 수업능력 제고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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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f Preservice Teachers and Their Self Efficacy Beliefs as
Teachers of English Language Learners
Lee, Yong-Jik ･ Davis, Robert
(University of Florida)

ABSTRACT
Students who speak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comprise a growing population in U.S.
schools. As a result, many general education teachers find English language learners (ELLs)
in their mainstream classrooms. However, they are often inadequately prepared to work with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students, resulting in a need for better ELL preparation of
mainstream teachers (de Jong & Harper, 2005).
Teacher self-efficacy beliefs (TSEB), or teacher perceptions of their confidence

and

preparedness, can provide important insights relevant to teacher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preparation in teacher education programs. TSEB is defined as a self-assessment of the
competence to perform a specific task within a certain context, or a judgement of the ability
to perform a desired activity (Tschannen-Moran & Hoy, 2001).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vestigating TSEB, this dissertation examines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and their preparation to work with ELLs through microteaching activities.
Two research questions guided this study: 1) What are the self-efficacy beliefs of preservice
teachers about teaching ELLs before and after microteaching experiences, and 2) how do four
preservice teachers construct their self-efficacy beliefs regarding teaching ELLs through
microteaching experiences?
The data—consisting of surveys (n=55), individual interviews with preservice teachers
(n=4), classroom observations and lesson plans—were analyzed with the use of

thematic

analysis (Braun & Clarke, 2006). Findings indicated that the self-efficacy beliefs of preservice
teachers were enhanced after having participated in ESL microteaching experiences. However,
the data also revealed that the preservice teachers still felt some anxiety

and

emotional

concerns about teaching ELLs. Moreover, their self-efficacy beliefs varied by ELL
characteristics (situational factors) and setting (contextual factors). Results further revealed that
three factors shaped the construction of TSEB, namely ELL-related knowledge from course
work, field experiences working with ELLs, personal and professional exposure to lingu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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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ultural diversity, including their own language learning experiences.
Inquiries about the influence of purposeful field

placements

and

ESL

microteaching

experiences for teacher candidates in settings with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students
can yield valuable insights. Future studies of teacher preparation coursework for preservice
teachers that embed linguistically responsive

theories

and

candidates as they strive to enhance their preparation and

practices

can

inform

self-efficacy beliefs

for

teacher
ELLs

(Lucas & Villega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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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대화법을 활용한 영어학습동기 강화 방안
조영우
(배재대학교)

초록
오늘날 세계는 인공지능(AI)를 비롯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다양한 삶의 변
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영어교육 분야에서도 단순한 지식의 전수와 암기, 기계적인 반
복 연습의 영역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도구와 AI 가 결합한 형태의 학습용 로봇이 비중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교
사의 역할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영어교육이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기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어교사의 역할들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영
어교육의 수준을 제고하는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영어학습 동기
를

고취하는

영어교사의

고유한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발표에서는

Dörnyei(2001)의 과정 중심 동기 모형(process-oriented model of motivation)과 Dörnyei(2009)
의 제 2 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L2 motivational self system) 이론을 기반으로 구성된 코칭
대화법을 활용하여 영어학습 동기를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코칭(coaching)이란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수평적, 지원적, 협력적 대화를 의미한다
(이소희, 길영환, 도미향, 김혜영, 2014). 학습자의 중간언어(interlanguage) 발달 촉진을 목
표로 하는 오늘날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에서 변화와 성장을 매개하는 대화 수단인 코
칭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코칭은 자발적인 영어학습 계획 수립과 실행, 성
찰에 필요한 동기 생성과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상적 영
어 자아를 강화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코칭의 핵심 기술인 공
감적 경청, 열린 질문, 인정 및 칭찬, 피드백 기법들을 활용하여 영어학습 동기를 배양하
고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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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Self-directed vs. Coaching Based Practice Using a Shadowing
Task on Enhancing EFL Learners'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Moon, Eun-Joo
(Pai Chai University)

ABSTRACT
The role of the teacher is shifting from teaching to coaching, that is, from an instructor to
a facilitator.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potential effect of one-to-one face-to-face
coaching in L2 learning. The present study compared the effects of self-directed vs.

teacher

coaching based shadowing practice on EFL learners’ listening and speaking performance. The
participants in the research were 61 Korean EFL college students. Throughout the 15-week
semester, every learner in Group 1 conducted one-to-one coaching based practice. The teacher
diagnosed each learner’s strengths and

weaknesses

in

terms

of

pronunciation,

stress,

intonation, chunking, and vocabulary. On the other hand, the learners in Group 2 carried out
self-directed practice. Data were elicited from a pretest, a posttest,

and

a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s indicated that both self-directed practice and coaching based practice had
positive effects on the posttest scores. However, Group 1 (coaching based practice group)
made greater improvement than Group 2 (self-directed practice group) showing a medium
effect size. The results concerning the learner perception on practice showed that the learners
in both groups perceived practice to be helpful for improving their language proficiency. The
learners in Group 1 reported that teacher coaching based practice was particularly helpful for
understanding the contents better. In regards to the learner perception on the effect of
shadowing, the results indicated that shadowing was significantly helpful for improving their
L2 proficiency, especially speaking, listening, and pronunciation. The overall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mplementing one-to-one face-to-face coaching can be a helpful strategy to
maximize the effects of language practice. Furthermore, the results from the questionnaire
survey showed that learners found practice outside the class to be beneficial for improving
their L2 proficiency. The learners perceived that teacher coaching was particularly helpful for
promoting their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L2 learning. The findings also indicated that
shadowing can help learners practice listening and speaking mor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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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Motivation and English Achievement Among Students
in Alternative School and Public High School
Kim, Sar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motivation

patterns

between students in public high school and alternative school. It also aims to identify any
differences in the level of motivation according to different levels of English achievement. To
this end, the following two research questions have been set.
1.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the level of motivation subtypes between students in public
school and alternative school?
2.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the level of motivation according to different levels of
English achievement?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90 students in D public school located in Seoul, and
119 students in H alternative school located in Pohang. A survey on motivation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SDT) was administered along with a cloze test

for

measuring

English achievement level. The cloze test constituted of sentences with ten blanks to fill in
with appropriate words such as verb, noun, or prepositions, to complete the sentence. The
survey was developed by drawing on Noels et al. (2000), Tanaka (2013), and Ji (2011), and
it measures motivational orientations for learning English. It is composed of 5 subscales with
4 items each to measure the level of: amotivation, external regulation, introjected regulation,
identified regulation, and intrinsic motivation.
A two-way analysis of variance was conducted to examine differences of

motivation

patterns in the two types of schools across different levels of English achievement.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the level of motivation do not differ
significantly across different types of school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nly for external regulation (F = 5.504, p =.020).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ex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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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xternal regulation, the different educational settings of the two schools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motivation.
Second, it was shown that the level of motivation differed significantly with different
levels of achievemen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ree different
subtypes of motivation: amotivation (F = 5.529, p =.004), identified regulation (F = 3.439, p
=.033), and intrinsic motivation (F = 4.508, p =.012). It showed that students with higher
achievement had lower level of amotivation and higher levels of identified regulation

and

intrinsic motivation.
Third, the level of motivation subtypes from highest to lowest was in the same order for
both public high school and alternative school. The highest level of motivation for both
schools were identified regulation (public M = 3.83; alternative M = 3.96), then intrinsic
motivation (public M = 3.10; alternative M = 3.26), introjected regulation (public M = 2.86;
alternative M = 2.97), external regulation (public M = 2.85; alternative M = 2.66), and
finally amotivation (public M = 2.61; alternative M = 2.34).
The pedagogical implication of the results is that there is a need for employing means to
increase higher self-determined motivation in both public high school students and alternative
school students. For this, modifications in classroom environment and teaching methodology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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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and SES Effect
김유정
(고려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학생들의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변화가능하다고 알려진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상대적으로 변화가능성이 낮은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생들의 영어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종단적인 관점에서 증명하고자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학생의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대체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아영, 2010;
소연희, 2008; 이수진, 2012). 따라서 변화의 중도에 놓인 중학교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학
업성취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학생의 변화가능성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가장
영향력있는 요인들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leman, et al., 1966; Nikolove, 2009;
Ray, A., & Margaret, W, 2003).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에 의
해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다양한 직 · 간접적인 경험이나 사교육의 정도 및
학습자원의 정도를 결정지을 수 있다. 특히 교육열이 높은 한국사회에서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학생의 학습에 더욱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논의
되어왔다 (노현정, 2006; 박은숙, 장진태, 2012; 박현정, 신택수, 하여진, 이준호, 2011; 정
양수, 김경애, 2008) 또한, Bandura (1997)는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가장 큰 환경적 요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가 많지 않다.
따라서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에 관한 관계성연구는
학생 환경의 영향력을 탐구해보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를 위하여 한국교육종단연구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2005)를
사용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5 년부터 중학교 1 학년부터총 6908 명을 대상으로 추
적조사하였는데, 이 본 연구는 중학교 1 학년부터 3 학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를 위해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구현하여 시간의
연속성을 반영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는 먼저, 영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영어 학업성취간의 3 년간의 종단관계를 분석
하고,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사회경제적지위 변수를 반영하여 다시한번 영어 학업적 자
기효능감과 영어 학업성취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차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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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1 차 년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비해서 학업성취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을 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2 차 년도의 학업적 성취도가 3 차 년도의 학
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1 차 년도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2 차 년도의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변수를 포함
한 연구결과를 보면, 영어학업성취도는 학생의 사회경제적지위의 영향력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영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우는 1 차년에서 학생의 사회경제
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 차년의 영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2 차
년의 영어 학업성취도의 영향력은 2 차년에서 3 차년으로의 영향력에 비해 미세하게 약
화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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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영어교육 II
(11동 102호, 12동 502호)
시간

사회자: 나경희 (충북대)

Room 11동 102호

[Featured] Cultivating cosmopolitan orientations in Korean university
13:30 – 14:00 students: An initial foray (한국대학생의 세계적 오리엔테이션 양성하기)
Lindsay Herron(President of KOTESOL)
An interpretation/use argument for an ESP speaking and writing test (특수목적
14:00 – 14:30 영어 말하기 및 쓰기 시험을 위한 해석/사용 논증)
Heesung Jun(Seoul National Univ./Iowa State Univ.)

14:30 – 15:00

Cross-linguistic distribution of modals in TOEFL essay samples TOEFL (쓰기
에서 서법 조동사의 범언어적 분포)
Tae-Jin Yoon(Sungshin Women's University)
Yonghun Lee(Chungnam National University)

토론자
김현주
(단국대)
정세훈
(한국외대)
양미란
(동아방송
예술대)

How semi-formal group work can support learning in large online classes
(대규모 온라인 수업에서 반모둠 활동과 학습지원)
15:00 – 15:30

15:3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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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진
Jamie Costley(Kongju National University)
(성신여대)
Mik Fanguy(KAIST)
Christopher Lange(Joongb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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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achronic peek at English education in North Korea (코퍼스연구에 기반한
16:00 – 16:30 북한 영어교육 엿보기)

이혜원
(한국교육
Jeong-ryeol Kim(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과정평가원)

The effects of teaching lexical bundles on improving reading ability of high
김정렬
16:30 – 17:00 school students (코퍼스를 활용한 어휘뭉치 학습 효과)
(한국교원대)
이동주 ･ 배용화(한국교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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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of English-mediated instruction in Korean and Nordic higher
education (아시아와 유럽 두 지역에서 영어 원어강의 비교분석)
Given Lee(Pai Chai University)

Implementing critical media literacy in an EMI course (영어를 교수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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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ting Cosmopolitan Orientations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 Initial Foray
Herron, Lindsay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In a world rife with seemingly endemic intolerance, impatience, and division—including in
Korea, where increasingly diverse populations bring rich new perspectives but also face
resistance and even prejudice—there is a need to

consider

the

potential

of

critical

cosmopolitan education in facilitating open-minded, responsive dispositions in students.
Cosmopolitanism is, in essence, a fundamental sense of hospitality; its aspects include
openness and receptiveness (Corpus Ong, 2009; Hannerz, 1990),

empathy and

forgiveness

(Ahn, 2010), trust and belonging (Ramadan, 2015; Vasudevan, 2014), and mutuality and
connectedness (Glick Schiller, 2015). It is a lens that encompasses and expands upon
contemporary notion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awareness, underscored by elements
of solidarity, social justice, and critical reflection.
In literacy classrooms in the U.S., there has been some success in cultivating cosmopolitan
orientations through online intercultural exchanges of digital projects (e.g., Hawkins, 2014;
Hull & Stornaiuolo, 2014). Such an exchange, in providing a context in which students must
communicate across difference, requires consideration of self and other, along with respect for
the influences of place, context, and perspective—in short, understandings of ontologies of
place (Hawkins, 2014) and proper distance (Silverstone, 2002). Situated in a sociocultural
framework and using a qualitative ethnographic approach, this presentation explores the
cosmopolitan literacies displayed by Korean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ng in

a

similar

online intercultural exchange.
For this project, 28 Korean university students taking a mandatory English writing class
participated in a semester-long, online intercultural exchange with 17 diverse counterparts at a
community college in the eastern United States. While multiple types of data were collected,
this presentation focuses on three data sources: the Korean students’ interactions on Facebook,
their reflections on the exchange program, and their comments on a course evaluation survey.
These data sources were examined using thematic analysis (Saldaña, 2009), which prog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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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initial descriptive coding to the identification of patterns that could then be grouped
into categories and ultimately themes. Finally, these findings were compared to the proximal,
reflective, and reciprocal cosmopolitan stances identified by Hull and Stornaiuolo (2014) in
their own classroom. Overall, while students demonstrated all three types of cosmopolitan
orientations and took a generally hospitable stance toward their counterparts, the full potential
of the exchange in drawing students’ attentions to disjunctures in cultural understanding and
critical cultural awareness seemed stunted, possibly due in part to assumptions, inequitable
investment in the Facebook group, and even the positive atmosphere of the group, itself.
Lessons from this research and future steps will be discussed.

REFERENCES
Ahn, I. (2010). Economy of “invisible debt” and ethics of “radical hospitality”: Toward a paradigm change
of hospitality from “gift” to “forgiveness.” Journal of Religious Ethics. http://doi.org/10.1111/j.14679795.2010.00428.x
Corpus Ong, J. (2009). The cosmopolitan continuum: Locating cosmopolitanism in media and cultural
studies. Media, Culture & Society, 31(3), 449–466. http://doi.org/10.1177/0163443709102716
Glick Schiller, N. (2015). Diasporic cosmopolitanism: Migrants, sociabilities and city making. In N.
Glick Schiller & A. Irving (Eds.), Whose cosmopolitanism? Critical perspectives, relationalities,
and discontents (pp. 103-120). New York: Berghahn Books.
Hannerz, U. (1990). Cosmopolitans and locals in world culture. Theory, Culture, & Society, 7, 237–
251.
Hawkins, M. R. (2014). Ontologies of place, creative meaning making and critical cosmopolitan
education. Curriculum Inquiry, 44(1), 90–112. http://doi.org/ 10.1111/curi.12036
Hull, G. A., & Stornaiuolo, A. (2014). Cosmopolitan literacies, social networks, and “proper
distance”:

Striving

to

understand

in

a

global

world.

Curriculum

Inquiry.

http://doi.org/10.1111/curi.12035
Saldaña, J. (2009). The coding manual for qualitative researchers. Los Angeles: SAGE Publications.
Silverstone, R. (2002). Regulation and the ethics of distance: Distance and the ethics of regulation. In
R. Mansell, R. Samarajiva, & A. Mahan (Eds.), Networking Knowledge for Information Societies:
Institutions and Interventions (pp. 279–285). Netherlands: Delft University Press.
Vasudevan, L. M. (2014). Multimodal cosmopolitanism: Cultivating belonging in everyday moments
with youth. Curriculum Inquiry, 44(1), 45–67. http://doi.org/10.1111/ curi.12040

- 72 -

2018 KAFLE Annual Conference

BIODATA
Lindsay Herron has been teaching English conversation/education at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Korea for a decade. She has an MA in cinema studies (New York University, USA),
an MSEd in Literacy, Culture, and Language Education (LCLE;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
USA), and is currently working on a doctorate in LCLE. She is the immediate past president of
Korea TESOL. (Lnherron@gmail.com)

Presentation Language: English

- 73 -

2018 KAFLE Annual Conference

An Interpretation/Use Argument for an ESP Speaking and Writing Test
Jun, Hee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interpretation/use argument (IUA) based on the argument-based
approach to validation (Chapelle, Enright, & Jamieson, 2008; Kane, 1992, 2006, 2013) for TEPSSpeaking & Writing for MOFA (TSW-MOFA), a computer-based English speaking and
writing test fo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employees in Korea. The construct that
the test intends to measure are the English speaking and writing skills needed by MOFA
employees to communicate in the workplace. Scores from the test are intended to be used
for selection and promotion purposes at the MOFA. The speaking section consists of eight tasks—
warming up, answering questions in everyday situations, providing information, TV interview,
giving a cultural presentation, making a summary, giving a presentation, and expressing an
opinion. The writing section consists of three tasks—essay, translation, and summary. Each task
is rated by two independent raters, with the exception of the first speaking task which is
unrated. A separate score is given for the two sections of the test.
An IUA was constructed for the interpretation and use of scores from the test. The IUA
consists of a chain of inferences leading from the test takers’ observed performance on test
tasks to the score-based claims and decisions. The five inferences included in the TSWMOFA IUA are domain definition, evaluation, generalization, explanation, and extrapolation.
Each inference is supported by a warrant and one or more assumptions. The IUA also
outlines the backing, that is, the evidence required to support each of the assumptions in the
IUA. By combining the IUA and backing, a validity argument can be built for the
intended score interpretation and use of the test. In the paper, specific evidence is presented
as backing wherever possible based on the analysis of available data, including past research
reports on the test, test specifications, rater training and calibration materials, and rating data.
For backing that is still needed, types of data and data analyse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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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linguistic Distribution of English Modals in TOEFL Essay Writings
Yoon, Tae-Jin(Sungshin Women’s University)
Lee, Yonghun(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investigates the distributions of modals in 11 EFL learners’ writings

and

examines how the distributions change depending on the following three factors: (i) L1 of
the test takers, (ii) language family, and (iii) score levels. The TOEFL11 corpus is explored,
which was relatively recently released and contained the writing samples of 11 L1s.

We

classified the writings by the above three criteria and examined how these factors influenced
the distribution of modals. The results revealed (i) that the EFL learners preferred to use
modals in the order of can, will, and would, and (ii) that the frequency of can decreased but
that of will and would increased as score level went up. We examined the modal can more
closely, since can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modal in the EFL learners’ writings. We
divided its meaning into three categories (ability, possibility, and permission) and examined
the meaning distributions. We found that (i) ability was the most prevalent meaning in the
EFL learners’ writings and that (ii) the possibility meaning increased as the level wen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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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Semi-Formal Group Work can Support Learning
in Large Online Classes
Costley, Jamie(Kongju National University)
Lange, Christopher(Joongbu University)
Fanguy, Mik(KAIST)

ABSTRACT
This research looking into how the amount of group-work a learner does and their role in
the group affects learning. The learners (n = 2260) in this study were taking classes at the
OCU (Open Cyber University), and the present study looks at the effects of their selfgenerated group-work. Of the learners who were a part of this study 62% participated in
some type of semi-formal group-work. This group work was voluntary so the high level of
participation shows that students felt that is would be helpful for their learning (Costley &
Lange, 2018). This follows other research on the topic that shows that learners often found
group work helpful when dealing with abstract of difficult contents when

studying

online

(Butson & Thoms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a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group
work students do and higher levels of learning. However, as an individual’s contribution to
the group increased,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learning. This led to an
interesting moderating effect, whereby as the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group work
level and learning was weakened by the inclusion of group contribution in the model. In
other words, the high contributors did not get the benefits of group work to the same degree
that the low contributors did. This research used the survey method and moderation analysis
was done using PROCESS macro model 1 (Hay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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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achronic Peek at English Education in North Korea
Jeong-ryeol Ki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English education in North Korea (NK) is divided into two tiers: an elite-centered
st

education for 1

junior/senior high schools in each province ascening to universities and a

public education for general junior/senior high schools with a mediocre expectations

of

teachers and the low enthusiasm of students. This is because, even if general students learn
English except for a very small number of diplomats, there is no use or opportunity using
the language for them.
NK is in a hostile relationship with English (as the first language)-speaking countries that
use legitimate English,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K, Australia. Until the end of the
1980s the government of NK dispatched international students with enough scholarship to
send students to countries like Tanzania, India, Iran and even to

the

Beijing

University

Foreign Language Department in China. Professors were extremely proud of themselves by
boasting "I am an elite who studied English after studying abroad." Professors

experienced

studying abroad like this are the minorities of around 20% even the best English institutions
like Kim Il Sung University and Pyongyang Foreign Languages University. Professors who
studied English through studying abroad also learned English in countries like Tanzania and
India, so pronunciation is different from a standard English, although the NK

university

students believed that they officially learned the Oxford standard English.
Since the mid-1990s the atmosphere has changed and executives

tend

to

refrain from

letting their children study abroad. Even if studying abroa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getting criticism of being revisionist, if you do wrong. Local diplomat children who studied
at a foreign school were actually often recalled to their home countries in the 1990's. In the
2000’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glish speaking countries

and

NK

has

remain

deteriorated. However, recently, the number of executives who let the children teach English
greatly increased. To be precise, the popularity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has increased,
and extracurricular classes in foreign languages that only rich people can enjoy are beginning
to increas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speaking English majes it easier to make dollar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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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have dying needs of international currency as the western economic sanctions remain
steady and strong. After taking the elite English course, parents with power can utilize their
connections to make their children become diplomats. If you try to make dollars in North
Korea, it is best to go abroad. Indeed, there are many rich people among diplomats. Even if
you cannot become a diplomat, if you can speak English, the probability of getting a job is
much higher in "secure dollars" sectors such as trading companies and travel companies.
It is privilege itself majoring in a foreign language at a leading university in NK. In such
universities, it can be said that opening up has been promoted as it is relatively earlier.
Learn English by using foreign movies such as "Gone with the Wind", "Roman Holiday",
"Ben Hah", "Romeo and Juliet" as a listening material. Also, for example, if you have a
South Korean (SK) book in North Korea, you will be a political prisoner, but you can say
that only the English dictionary published in SK is an exception. If you trim only the cover
trademark that you know as a Korean book and apply black ink to words like "Hankook=한
국, 대한민국", there‘s no problem even if you carry a dictionary. In NK, which is a
thoroughly controlled society, only the field of English learning is hard to control because
mainly the children of the higher positions in the party are studying and cannot be
controlled. Students who have an English dictionary made in SK can be safely said that they
are sons and daughters of high ranking executives. They are not subjects to be controlled,
but rulers to control others.
The root cause of interest in English education at such a higher level lies in the desire of
the elites towards the outside world and in the forefront of preparing for the future. North
Korean elites say, "The time for opening up the country will surely come during the
generation of our children. At such time, foreign language knowledge will become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hus, NK elites prepare their children for the change of the
time in the NK. This explains that English education is increasingly more importan in NK
despite the deteriorated relationship with English speaking western countries and a sense of
no imminent use of English within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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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eaching Lexical Bundles on Improving
Reading ability of High School Students
Lee, Dongju ･ Bae, Yonghw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aims of the present study are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lexical bundle learning
and teaching on reading comprehension, and to investigate how to teach them in an effective
way when high school students read textbooks.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erceptions of high school students on confidence, interest, self-directed study in

reading

classes.
Twenty-five 10

th

grade high school students in K High School located in Gangjin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y were instructed lexical bundles in a given English textbook
during the reading classes for six weeks. The learners were encouraged to look upon lexis as
lexical bundles rather than discrete single words and to figure out their meanings and use in
th

contexts. A list of lexical bundles from the English textbook for the 10

grade high school

students was selected through the N-gram, which is one of concordance programs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lexical bundles.
In an attempt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students’ cognitive and affective domains,
three tests (pre-test, middle test, and post-test) and

two

questionnaires

(pre-and post-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he major findings and pedagog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s showed that the students’ recognition of lexical bundles was raised, and they
noticed a series of consecutive word units, which frequently appeared in the texts, as a
lexical bundle. Also, they realized how lexical bundles were combined and understood the
structures of phrases and sentences, as chunks not as isolated individual words. Second, when
it comes to the learners’ cognitive domain, the lexical bundle-centered reading classes had a
meaningful effect on their reading comprehension in the middle and post achievement tests.
The tests also indicated that both lower and higher proficiency levels of th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influenced. It is conjectured that they figured out the main idea and overall
context in the reading texts better by comprehending the lexis as meaningful lexical bund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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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her than focusing on the single words. Last, as for the affective domain, it showed a
meaningful effect on the learners’interest, confidence,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towards
English learning. Also, they showed positive responses in the open-ended questions and indepth interviews, hoping more lexical bundle learning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lexical bundle learning has valuable effects on
enhancing reading comprehension, and it is also useful for learners’language competence and
integrative language learning. Namely, it is essential that lexical bundle-centered learning for
reading should be widely introduced to encourage leaners to recognize isolated words as a
lexical bundle and internalize them as authentic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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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of English-mediated Instruction
in Korean and Nordic Higher Education
Lee, Given
(Pai Chai University)

ABSTRACT
English-mediated instruction (EMI) is a teaching approach in which the course content of
any given subject (e.g., engineering or medicine) is delivered exclusively in English. AS
often as not, English is not the first language (L1) of the majority of instructor and student
populations (Airey & Linder, 2006). The hallmark of EMI is to help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 students to simultaneously master both content knowledge and English skills
so that they can function more successfully in the global market (Coleman, 2006). Influenced
by the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English has become the
dominant language of science and scholarship (Ammon, 2001; Wilson, 2002). One evidence
of such phenomena is a dramatic increase of EMI courses across many EFL countries, such
as East Asia (e.g., Korea, China, and Japan) and several Nordic countries

(e.g.,

Denmark,

Finland, Norway, and Sweden), which have strong academic reputations and high levels of
English proficiency. A global expansion of EMI courses is an inevitable phenomenon (Airey
et al., 2017). In response to the expansion of EMI courses, somewhat different reactions have
arisen among EMI professors in Korea and Nordic higher education contexts.
This article presents a comparative analysis of English-mediated instruction (EMI) between
Korean and Nordic higher education contexts. In the first section, a rationale for this article
is provided. After a brief description of the research method in the second part, the third
section analyzes background information on the motiv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EMI

policy, linguistic environments, and philosophy of teaching and learning between two
contexts. Based on the research literature as well as the researcher’s insight from her
involvement in EMI workshops, teaching consultations, and analyses of Korean professors’
EMI lessons, the

next

section

offers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more

implementation of EMI in EFL universities like the ones in Korea. The final
discusses the value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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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ing Critical Media Literacy in an EMI Course
Oh, Kyung-Ae
(Soongsil University)

ABSTRACT
With the effort to internationalize higher education in Korea, many universities actively
recruit international students, and English as

a

Medium

of

Instruction

(EMI)

courses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international/exchange student body has been created. The data is
collected from an elective EMI course in a women’s university located in Seoul, Korea in
2013. The data are 1) class discussion reports, 2) written survey, 3) interviews, and 4) final
reports, and the students taking the courses comprised of Korean returnee students,

Korean

students with high English proficiency, international students, and exchange students.
course, Korean Pop Culture, offers various topics related to critical perspectives

The

through

reading materials, films, advertisements, dramas, and songs.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have
three folds: 1) perceptions toward medium of instruction, 2) perceptions toward the content of
the course, critical media literacy, and 3) perceptions toward classroom management based on
critical pedagogy. First, most of the participants with high English proficiency welcomed
EMI, but some exchange students with low English proficiency preferred Korean as

a

medium of instruction. Second, many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y came to have critical
perspective in terms of K-pop or Korean wave. Third, many participants enjoyed an active
agent role in light of classroom discussion but did not feel comfortable with active role in
grading. The results have brought meaningful educational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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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and Analysis of CSAT Reading Texts
Before and After the Use of 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
(2017 vs. 2018): A Focus on Lexical Complexity
Chang, Ji-Yeon
(Myongji University)

ABSTRACT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2014) decided

assessment approach in the English language section
Adaptability Test (CSAT). Accordingly,

it

became

of

to

adopt

the

2018

particularly

a

criterion-referenced
College

important

to

Scholastic
ensure

consistent level of difficulty in the English language test across years. Unlike the types
questions, different reading and listening texts are

presented

each

year.

Due

to

a
of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however, it is comparatively easy to predict their difficulty levels
in advance. In this study as part of a larger research project (see Chang (2018)),

three

categories of lexical factors (lexical density, lexical sophistication, and lexical variation) were
compared between the CSAT English reading passages before and after the use of 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 (2017 and 2018). Fifty reading passages were extracted from the 2017
and 2018 CSAT and were compiled into different corpora, respectively. In total, twenty-five
indices from a lexical complexity analyzer (Ai & Lu, 2010; Lu, 2012) were used (one
measure for lexical density, five measures for lexical sophistication, and nineteen measures for
lexical variation). Independent samples t-tests were conducted, and their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2017 and 2018 CSAT reading texts in
lexical density, lexical sophistication, and lexical variation.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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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 듣기평가 변화 분석: 발화속도와 언어적 요소
류주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전체 25 개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영어 듣기 문항의 언어학
적 특징과 발화 길이, 그리고 발화 속도를 수치화하여 변화양상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변화를 보인 언어적 요소의 지표(기초 산출치, 어휘정보 및 다양성, 통사적 복잡성
및 이독성, 응집성)는 실제 학생들이 참여한 2001 학년도와 2013 학년도 결과 값을 기준
으로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이는 추후 수능 문항의 개발과 개선, 그리고 수업 현장의 실
제적 자료의 선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참고 될 수 있다. 1994 학년도부터 현재에 이르
기까지 25 년 간 실시되고 있는 수능 영어 영역은 문항 구성이나 배점 등의 형식적인 유
형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듣기 평가에 사용되는 음성 파일의 발화속도에는 거의 변함
이 없다. 그리고 언어학적 특징들도 읽기 지문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쉬운 수준에 머
물러있다. 1997 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이 실시되면서 조기교육이 보편화되고, 각
종 미디어의 발달로 실제적인 영어에 노출되어 온 요즘 학생들에게는 시험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낮춘 속도나 단어 수준은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듣기의 중요성마저 깨닫지 못하게 할 뿐이다. 실생활과 가까운 자료로 교육하고
평가하겠다는 정부의 영어교육과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 잘 반영해야 하는 수능
듣기평가에서는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느린 속도의 말하기 자료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영역 내 읽기 지문의 수준보다 더 쉬운 단어들로 듣기 문항을 출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객관적 수치를 근거로 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문제점
해결의 근거와 참고 자료를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언어적
특징을 수치화 하기 위해 언어 분석 프로그램인 코메트릭스를 사용하였고, 발화 길이
측정에는 프라트와 워드 프로그램을, 발화 속도 측정에는 엑셀을 사용하였다. 변화를 보
인 특정 언어적 요소들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덜
친숙하면서도 시험 간 적정한 시기적 차이를 가지는 2001 학년도와 2013 학년도 수능 영
어 듣기 문항을 선정하였다. 치러진 2 회분의 시험 결과는 각각 신뢰도 검사를 진행한
뒤, 두 회 차 간 평균 점수 차의 유의 확률을 확인하기 위해 대응 표본 t 검정(paired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
25 년간의 수능 영어 듣기평가 문항을 대상으로 발화 길이, 발화 속도 그리고 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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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측면에서 분석 한 결과, 전체적인 난이도와 응집성, 그리고 발화 길이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발화 속도는 앞선 수치들과 함께 증가하지 않고, 유지
되거나 약간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능 영어 듣기평가지문에 사용된
어휘의 난이도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읽기지문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발화 속도와 어휘 수준은 물론, 전반적인 듣기 문항
이 상향조정 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분
야의 어휘들과 현지 발화 속도에 준하는 현실성 있는 자료에 노출 될 기회를 충분히 제
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욱 진정성 있고 실제적인 듣기의 학습 및 평
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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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과서, EBS 교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읽기 지문에 대한
코퍼스 기반 소재별 어휘 사용 양상 분석
양수영(저현고등학교)
이동주(한국교원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영어 교과서, EBS 교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읽기 지문의 소재
와 소재별 어휘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소재와 소재별 어휘 차이가 학습자에게 학습 부
담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사들과 고등학교 3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영어 교과서, EBS 교재, 수능 읽기 지문에 대한 인식 및 요구에 대해 알아보
고, 2009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이하 2009 개정 교육과정) 영어 I, II 교과서 16 권, 2017
학년도 EBS 교재 3 권, 그리고 2014 학년도부터 2017 학년도까지 실시된 수능 영어 영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읽기 지문을 코퍼스로 구축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서 제시하는 권장 소재 목록을 기준으로 소재를 분석하였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 어휘
목록, BNC-COCA-25000, GSL-AWL(General Service List-Academic Word List) 어휘 목록을
활용하여 소재별 어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 교과서는 비교적 고른 소재 분포를 보였
으며, EBS 교재와 수능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소재 목록 중 개인생활에 관한 내용인
1 번, 정치, 경제, 역사, 지리, 수학, 과학, 교통,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일반교양
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인 18 번,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예술 분야의 학
문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인 19 번 소재에 편중된 모습을 보였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 어휘 목록과 비교한 결과 영어 I 교과서, EBS 수능완성, EBS 수능특강 영어,
영어 II 교과서와 수능, EBS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 순으로 어휘 반영 비율이 높았으며,
1 번, 18 번, 19 번 소재의 경우 교과서와 달리 EBS 교재와 수능에서 교육과정 어휘 반영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BNC-COCA-25000 어휘 목록과 비교한 결과 교과서
소재별 지문에 등장한 어휘의 95%를 포괄하는 밴드의 범위는 basewrd2~basewrd3 이었으
며, 98% 포괄 밴드 범위는 basewrd3~basewrd5 였다. EBS 교재는 basewrd3~basewrd4 에서
13 개 이상의 소재가 지문에 등장한 어휘의 95%를 포괄하였으며, 1 번, 18 번, 19 번 소재
의 경우 basewrd3 에서 지문에 등장한 어휘의 95%를 포괄하였고 98%를 포괄하는 밴드의
범위는 basewrd4~basewrd6 이었다. 수능은 1 번, 18 번, 19 번 소재를 포함한 11 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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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asewrd3 에서 지문에 등장한 어휘의 95%를 포괄했으며, 1 번, 18 번, 19 번 소재의 경
우 basewrd4~basewrd5 에서 98%를 포괄했다. 어휘군을 기준으로 상위 3,000 개 어휘군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수능이 높은 어휘 수준을 요구하는 소재가 가장 많았으며, EBS 교
재와 수능 모두 1 번, 18 번, 19 번 소재가 상위 3,000 개 어휘군의 비율이 가장 낮은 소재
였다. 넷째, GSL-AWL 어휘 목록과 비교한 결과 영어 I 교과서보다 영어 II 교과서에서
학술어휘 비율이 높은 소재가 더 많았으나 AWL 비율이 10%를 넘는 학술적인 성격의
텍스트는 없었다. EBS 교재와 수능은 교과서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AWL 비율을 나
타냈으며, 같은 소재 간에도 AWL 비율의 차이가 5.8~11.2%의 차이를 보였으며, AWL
비율이 10%를 넘는 소재의 종류가 서로 달랐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교육과정 개
발시 학년급별 수준과 교재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소재 권장 분포 가이드를 제공하고,
수능 읽기 지문의 소재 분포와 소재별 지문 난이도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과서를 비롯해 학교에서 사용하는 영어 읽기 지문의 어휘 선정시 수능 어휘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어휘 목록을 개발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EBS
교재의 학습 내용과 학습량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넷째, 문제 유형별 소재 분석과 영
어 학습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읽기 지문의 소재별 차이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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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학습전략, 영어 학습신념 및 영어능숙도 비교
김새봄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대안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학습전략, 영어 학습신념 및 영
어 능숙도의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여 현 교육을 돌아보고 개선점을 시사하는 것에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사용한 연구 도구는 배경 설문지, 학습전략 설문지, 학습신념 설
문지, 참여자의 영어 능숙도를 알아보기 위한 독해·어휘능력 검사와 전국 모의고사 점수
이다. 본 연구는 학교의 유형에 따른 차이와 학년의 변화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
과, 대안학교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낮은 능숙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효과적인 영어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높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학습전략 사용 및 신념은 학년의 변화와는 무관하
였으나, 대안학교 학생들은 학년의 변화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하위 요인들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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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s Analysis of English Learning for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Kim, Jungeu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KED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eeds of English learning for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a formal classroom environment in a public alternative high
school. As a case study, there were four participants: two multicultural students, their school
English teacher, and a staff member from an organization for providing an initial adaptation
program for multicultural students. The first and second interviews with the school English
teacher and the two multicultural students were conducted sequentially to

compare the

thoughts in terms of the purpose of English learning, benefits, and difficulties of multicultural
students in English learning in a school setting.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interviews,

learning materials used in the school context were analyzed with an evaluation checklist. The
results of the learning materials analysis were utiliz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second

interview questions with the two multicultural students and their English teacher. The
interview with the staff member from an organization for helping multicultural students was
performed after the learning materials analysis and before the second interviews

with

the

English teacher and the two multicultural students.
With regard to the purpose of English learning f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ereas the two participating students commented their future careers, their English teacher
and the staff member from the organization expected that learning English could be a means
for multicultural student in order to develop confidence and to adjust to

Korean

Cultural and linguistic benefits and difficulties regarding advantages and

society.

challenges

multicultural students in learning English were revealed in a classroom setting.

of

Regarding

cultural difficulties and advantages of multicultural students in English learning, their past
experiences of Korean culture helped multicultural students become familiar

with

Korean

culture and could be a cultural advantage in a formal learning environment. However,
culture-related topics that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ad no experience in their
home countries and comments with cultural bias on learning materials may give a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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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n multicultural students’ English learning. In terms of linguistic benefits,

their

English teacher in this formal context lets multicultural students use their first languages due
to the teacher’s awareness of characteristics of bi-/multilinguals. Nonetheless, a lack of
vocabulary knowledge in Korean and time constraints on English practices were related to
linguistic difficulties of multicultural students. The irrelevant

learning

insufficient support programs were challenges in English learning of

materials

multicultural

and

students.

Lastly, the fact that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learned English in their L2 or L3 in
a formal classroom environment was also one of the linguistic disadvantages.
This study has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schools, and English teachers in
terms of practical support for multicultural students in English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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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저학년 영어교육에 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 연구
이경미(인천동막초등학교)
박선호(경인교육대학교)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 제 2 언어 습득과 관련한 적정 나이에 관한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2014 년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당장 실시되면 방과 후 영어교실 강사들의 실직 문제, 사교육의
확대 등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서 3 년의 유예 기간을 걸쳤던 초등학교 1, 2 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과 유치원, 어린이집의 영어교육을 2018 년 3 월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교육
부가 발표한 것이다(중앙일보, 2017 년 12 월 1 일). 하지만 1, 2 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지속하게 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청와대 청원의 글이 빗발치게 되었고 유치원 및 어린이
집 운영자들이 집단 시위를 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중앙일보, 2017 년 12 월 1
일) 반대 여론을 반영하여 교육부는 다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는 1 년을 유예시켰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선행학습 금지법 전격 시행 즈음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1, 2 학년 영어교육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자신
과 이들의 학부모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문 조사하였다. 또한 선행학습
금지법과 관련하여 확실한 정책적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언론의 비판(서울경제, 2018 년
1 월 16 일; 세계일보, 2018 년 1 월 16 일)을 받았던 교육부 등 정부가 향후 영어교육정책
을 수립하는 과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성
동구, 성북구, 중랑구)의 4 개 학교, 경기도(안산시 상록구, 시흥시)의 2 개의 학교, 인천
광역시(부평구, 연수구)의 2 개의 학교에서 실시되었으며 1, 2 학년 학생 163 명, 학부모
119 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 내용은 김정렬과 배주은(2007)의 인식 조사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도록 간소화하고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학생 설문
지는 인적사항, 영어 수업 흥미도, 저학년 영어교육 관련 의견(유치원에서의 한글 학습
포함)으로 총 3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학부모 설문지는 인적사항, 취한 전 자녀의
영어교육, 현재 자녀의 영어교육, 자녀의 영어 학습 흥미도, 저학년 영어교육 관련 의견
(유치원에서의 한글 학습 포함), 선행학습 금지법과 관련된 의견, 영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총 7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학생 설문은 총 10 개의 선
택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학부모 설문은 선택형 질문 11 개와 개방형 질문 2 개로 구성
하였다. 선택형 질문의 경우에도 이유나 설명을 요청하는 공간을 제시하여 질적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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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학생들의 한글 문장쓰기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 시에는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는 Excel 10.0 을 이용하여 각 문항
별로 코딩을 하였고, 선택형 설문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빈도
분석과 다중 응답 분석을 하였다. 학부모 집단과 학생 집단에게 동일하게 제시된 문항
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고 p<.05 의 수준의 유의도에서 검증하였다. 개방
형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 내용을 범주화하여 다수 나타나는 의견을 중심으로 심층적으
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의 영어 학습이 규제되지 않는 한, 선행학습 금지법을 통해서 1,2 학년의
영어 학습을 제한한다고 해서 영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열망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
며, 경쟁 위주의 한국의 입시 문화에서 자신의 자녀가 뒤쳐질 것을 불안해하는 학부모
들은 자녀들의 2 년간의 영어 학습 공백을 채우기 위해 사교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학년의 영어교육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취하고 영어교육의
공정한 수혜를 베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치원 누리교육과정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서로 중
복되거나 비약된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
교육을 위한 시수를 확보하여 교육 수요자들의 영어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교육으로부터 시작된 조기영어교육으로 인해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영어교육도 언어 습득과정이 아닌 경쟁과 서열이 시작되는 교과 학습으로 잘못 인식하
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의 영어 교육은 구체적 조작기인 학생들
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과 형태가 아닌 경험과
체험 위주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활동(English Activity)의 형태를 취하면 좋을 것
이다(Yoshida, 2012). 학생들의 요구 및 교육대학교의 교사 공급 체제 등을 고려하여 저
학년의 영어교육은 담임교사가 맡는 등 학교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박선호, 2017; 박약우 외 2007).
본 연구에서 살펴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의 영어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좀 더 체계적이고 치밀한 분석 아래 현장의 목소리
를 경청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남미숙, 2010). 국가 영어교육 정책 담당자,
영어교육 관련 전문가들, 현장의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 대표가 의견을 조율하고 외국의
성공적인 조기 EFL 교수 사례도 분석하여 적용하고 현재 유치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유
치원 영어교육과정과 3 학년 영어과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영어교육 방법과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도권 특정 초등학교의 저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연구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추후의 연구에서
는 전국적인 단위의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고 더욱 정교한 설문
문항 작성과 통계 분석을 도입한다면 더욱 정교한 관점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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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 영어교과서 읽기 영역 질문 유형 분석과 질문 유형에 대한
학생·교사의 인식 연구
고현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2015 개정 중학교 1 학년 영어 교과서의 읽기 영역 질문의 유형을
Nuttall(1982)의 내용응답 질문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질문 유형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선호도와 유용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 2015 개정 중학교 1 학년 영어 교과서 읽
기 영역에 포함된 질문 유형의 분포와 이에 대해 학생과 교사는 각각 어떤 질문의 유형
을 영어 읽기 활동에 효과적으로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현재 중학교 1 학년 교과서가 학
생과 교사의 질문 유형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해본다. 교육부(2015)에
따르면 수업은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의 질문 구성
역시 학습자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2015 개정 중학교 1 학년 영어교과서 13 종의 읽기 영역에 해당되는 질문을
Nuttall(1982)의 내용응답 질문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분포를 알아보았다. 또한 학생들의
질문유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소재 중학교 1 곳의 1 학년 188 명의 학
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소
재 중학교 1 학년 영어 교사 9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중학교 1 학년 교과서의 질문 유형 분포는 고르지 않다. Nuttall(1982)의 질문
분류 유형으로 교과서 질문 유형을 분류한 기존의 연구들(장원선, 2015; Yu, 2006)이 지
적한 것처럼 여전히 질문 유형 분포가 특정 유형에 치중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문자 그
대로의 질문이 42.1%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단순한 응답 방식의 질문이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들의 질문 유형에 대한 선호도와 유용도는 현 교과서의 질문 유형 분포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현행 교과서가 학생들의 교과서 질문 유형에 대한 선호도와 유
용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셋째, Nuttall(1982)의 내용응답 질문 유형에 따른 질문 중 평가 질문과 개인적 반응 질
문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두 유형을 선호하지 않았다. 이는 대외적으로 본인의 의
견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여학생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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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을 경험해 보지 못한 학생들이 사교육을 경험해 본 학생들보다 내용응답 질문 유
형 중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 그대로의 질문이 영어 실력 향상 기여
도가 낮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질문 유형에 대한 교사의 의견으로 학교에서 다양한 질문 유형들을 다루
기에는 시간 제한상 어려움이 있어, 학교 교육에서의 적용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교과서가 좀 더 다양한 질문 유형을 제공하고, 학교 환경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통해 교사가 선택적으로 다양한 질문 유형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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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어휘지식의 크기와 깊이에 따른
고등학생의 어휘 학습전략 비교
배주하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한국 고등학생들의 어휘지식 크기와 깊이를 측정하여 능숙도에 따른 상,
중, 하 집단으로 나눈 후 각각의 어휘지식 능숙도 집단 사이의 어휘 학습전략 사용과 학
습 동기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어휘지식 학습을 효율적
으로 향상하기 위한 학습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제시한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지식 크기(breadth of vocabulary knowledge) 수준에 따른 상, 중, 하 집단 간
의 어휘 학습전략 차이가 있는가?
둘째, 어휘지식 깊이(depth of vocabulary knowledge) 수준에 따른 상, 중, 하 집단 간의
어휘 학습전략 차이가 있는가?
셋째, 어휘지식 크기(breadth of vocabulary knowledge) 수준에 따른 상, 중, 하 집단 사
이의 학습 동기(motivation)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
넷째, 어휘지식 깊이(depth of vocabulary knowledge) 수준에 따른 상, 중, 하 집단 사이
의 학습 동기(motivation)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
본 연구를 위해 경남 김해에 있는 A 고등학교 1 학년 학생 총 250 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어휘지식 테스트와 어휘 전략 설문지, 학습 동기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를 얻었다. 어휘지식 크기 점수 측정을 위하여 Nation(1990)에 의해 개발된 어휘 수준 평
가(Vocabulary Levels Test)를

사용하였고

어휘지식

깊이

점수

측정을

위해서는

Read(1998)가 고안한 어휘 연상 시험(Word Associates Test)이 사용되었다. 또한, 어휘 학
습전략 측정을 위해서 Schmitt(1997)의 어휘 학습전략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한국 학생들
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설문지 50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학습

동기

설문지는

Noels(2000 이 개발한 언어 학습 경향성 척도(Language Learning Orientations Scales)를 바
탕으로 한국 상황에 맞게 개발한 한국형 자기조절 척도(K-SRQ-A)를 참고하여 35 문항으
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어휘지식 크기, 깊이 시험지 2 종을 60 분에 걸쳐 먼저 실시하
였으며 시험이 종료된 후, 어휘 전략 설문지와 학습 동기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 30 분간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로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일원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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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 사후검정(Tukey)을 사용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지식 크기 능숙도에 따른 상, 중, 하 집단 간 어휘 학습전략 사용에 있어서
여섯 개의 범주 중 다섯 개의 범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의미 발견전략의 의미
결정전략, 사회적 전략, 어휘 의미 강화 전략의 사회적 전략, 기억 전략 그리고 상위 인
지 전략이 포함된다. 즉, 어휘지식 크기가 높은 상위집단 학생들이 더 많은 어휘 전략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어휘지식 깊이 능숙도에 따른 집단 간 어휘 학습전략 관
계에서는 여섯 개의 범주 전체에서 상, 중, 하 집단 간의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
으며 어휘지식 깊이가 높은 학생일수록 더욱 활발하게 어휘 학습전략을 사용한다는 결
과를 얻었다. 셋째, 어휘지식 크기와 어휘지식 깊이 능숙도에 따른 상, 중, 하 집단은 학
습 동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가지지 않는다. 즉, 각각의 어휘지식 수준이 높다고
해서 더 높은 동기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어휘지식 크기와 깊이 같이 어휘지식의 유형에 따라 사용되는
어휘 학습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어휘 학습의 목적에 알맞은 교수법, 교
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어휘지식 유형과 무관하게 어휘 능숙도가 높은 학생들이
다양한 어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근거로 어휘 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어휘 학습전략
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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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영어교육 IV
(11동 107호)
시간
13:30 – 14:00

사회자: 이성희 (총신대)

토론자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의아해하는가?

이지현
임미진(국민대)

(국민대)

학습자료로서의 애니메이션 활용에 관한 고찰: 문맥적 접근을 활용한 문법
14:00 – 14:30 중점 학습을 중심으로

임미진

김혜정(국민대)
14:30 – 15:00
15:00 – 15:30

출력능력 향상을 위한 영화영어 교수법

김혜정
류도형(국민대)

그래픽 노블을 이용한 읽기 활동에 관한 연구
휴식

시간

사회자: 윤택남 (춘천교대)

(국민대)
류도형

이지현(국민대)

15:30 – 16:00

(국민대)

(국민대)
토론자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working memory capacity in processing
of filler-gap dependency structures by ESL learners (작업메모리와 필러-갭 고정민
16:00 – 16:30
의존 구조 처리하기)
(성신여대)
Sehoon Jung(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effects a mobile-mediated flipped learning program using Kakaotalk
16:30 – 17:00 platform (카카오톡 플랫폼을 사용한 모바일 매개 플립 학습 효과)
Punahm Park(Seo Kyeong University)
17:00– 17:30

스마트 티칭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T-Kit

(서경대)
박부남

서지영(국민대)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의 교사 발화 비교: 문법 형식(language form)을
17:30 – 18:00 가르치는 수업 장면을 중심으로
정하나(대전중리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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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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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 You Notice and Wonder?
임미진
(국민대학교)

I. 들어가며
영화를 교실에서 사용하면 학생들에게 환영을 받는다. 그 이유를 영화가 재미있고 흥미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이것은 언어가 재미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내용(story)이 재
미있다는 말이다. 학생들은 재미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서 교사가 학생
들에게 주어진 언어 입력 중 특정 언어요소에 주목하기(noticing)를 기대하거나 설명하면
흥미를 잃고 거부하는 현상을 보인다. 여기서 주목하기는 학습자가 주어진 언어 입력 중
에서 특정 언어요소에 집중(attention)하는 것을 말한다(Schmidt, 1990; Ellis, 1997).
Schmidt(1995)의 주목하기 가설(noticing hypothesis)를 보면 학습자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입력되는 언어형태에 집중하여 주목하고, 이것은 입력을 흡입(intake)으로 바꿔 결국 학
습이 일어나게 한다. 따라서 주목하기는 외국어를 습득하기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하지
만 Batstone(1996)에 따르면 주목하기는 의미와 언어형태 흡입을 포함하는 복잡한 과정이
기 때문에 입력이 흡입으로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
에게 여러 번의 반복적인 주목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애니메이션 메리다와 마법의 숲(Brave, Andrews, & Chapman, 2012)은 학생들 대부분
재미있고, 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학생들이 애니메이션 내용을 이해
한 후 언어형태에 주목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든 교재가 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학생
들이 언어형태에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여, 실제로 학생들이 언어형태에 주목하
는지 여전히 내용에만 주목하는지 혹은 다른 요소에 주목하는지 살펴보겠다.
메리다와 마법의 숲은 중세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스코틀랜드식 영어와
관련된 문화적인 요소들이 풍부 하다. 또한 다른 애니메이션/영화/드라마 같이 영화 속
다른 영화(reference), 잡다한 이야기(trivia), 이스터 에그(Easter egg) 그리고 ‘옥의 티’로
불리는 실수(goof)들도 많이 갖고 있다. 이것들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고 동시에 놀랄만한
것인데 주목하기 활동과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장면 1>
Fergus: It's time!
Elinore & Fergus : Archers, to your 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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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nor: And may the lucky arrow find its target.
Fergus: Oy, get on with it!
Merida: I bet he wishes he was tossing cabers.
Fergus: Or holding up bridges.
Lord Macintosh: At least you hit the target, son!
Merida: Oh, that's attractive.
Crowd Member: I've got it!
Merida: Good arm.
Fergus: And such lovely flowing locks!
Elinor: Fergus!
Fergus: What?
Merida: Oh, wee lamb!
Fergus: Oh, come on, shoot, boy!
Lord Dingwall: Well done! Feast your eyes! That's my boy!
Fergus: Well, that's just grand now, isn't it? Guess who's coming to dinner.
Elinor: Fergus!
Fergus: By the way, hope you don't mind being called lade Ding...
<장면 1>은 메리다(Merida)가 결혼할 때가 되자, 전통에 따라 4 개의 부족이 모여 각
부족 첫째 아들들은 메리다의 남편이 되기위한 활쏘기 대회에 참가한다. 메리다의 아빠
(Fergus)와 메리다는 활쏘는 각 부족의 아들들을 구경하고 있다. 다음 <장면 2>에서 메
리다는 자신의 운명이 정해졌다는 사실에 화가나 거부하며 엄마와 싸우다 집을 뛰쳐나
와 숲속에서 우연히 마녀의 집을 발견한다. 마녀에세 자신의 운명과 엄마를 바꿔줄 마
법을 요청한다.
<장면 2>
Merida: Every carving and one spell.
Witch: Are you sure you know what you're doing?
Merida: I want a spell to change my mom. That'll change my fate.
Witch: Done!
Merida: Where are you going? There. What're you doing?
Witch: You never conjure where you carve, very important.
Witch: Last time I did this was for a prince.
Crow: Easy on the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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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ch: He demanded I give him the strength of ten men. And he gave me this for a
spell. A spell that would change his fate. And did he get what he was after?
Witch: Yes, and made off with an especially attractive mahogany cheeseboard. Now,
what do I need?
2. 나가며
메리다와 마법의 숲은 매력적인 캐릭터와 재미있는 내용으로 학습자들의 관심을 끌기
에 충분하다. 하지만 학습자가 스스로 언어형태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힘들다. 재미있
고 흥미로운 내용 이해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주목하기를 위해서는 교사
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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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로서의 애니메이션 활용에 관한 고찰:
문맥적 접근을 활용한 문법 중점 학습을 중심으로
김혜정
(국민대학교)

I. 들어가는 말
영어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중시되면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자연스레 말하기와 듣기 능력의 증진에 학습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문법 중점 학습은 많이 밀려나게 된 모양새이다. 그러나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 사회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이 포함되어 있다(Canale & Swain, 1980). 문법적 능력은 어휘, 통사, 의미, 음운 규칙에
대한 지식이며 어휘 항목에 대한 지식”(Canale & Swain, 1980, p. 29)으로 언어 규칙을
통달하는 것과 연관 있기 때문에 Paulston(1974)은 문법적 능력을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궁극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문법적
능력을 함께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정확하고 올바른 문법 중점 학습이 효율적인 의사
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되며 이를 위해 문법 학습은 필요하다(Lyster & Ranta, 1997).
문법 중점 학습이라고 해서 과거처럼 두꺼운 문법만 정리된 교재를 중심으로 하나 하
나의 문장을 문법적으로 분석하고 어려운 문법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요즈음에는
학습자들의 흥미와 동기 부여를 고려하여 진정성 있는 학습교재로 영화나 애니메이션,
시트콤, 토크쇼, 또는 유튜브 영상 등이 자주 사용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화나 애니메
이션과 같은 좋은 자료를 가지고 문법 관련 사항을 어떻게 가르치고 학습해야 할 것인
가? 이에 대한 대답을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문
법 중점 학습을 위한 학습의 가능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애니메이션을 문법 중점 학
습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고찰해 보고 애니메이션 속 특정 상황과 문맥을 활용하여
문법 항목을 어떻게 학습할지를 대화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문법 중점 학
습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읽기 수업 모델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2. 영화 속 문맥을 활용한 문법 중점 학습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문법 중점 학습을 지도할 경우 의미를 기반으로 문맥화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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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문법을 다루거나(Long, 1991) 의사소통을 위한 상호작용 안에서 언어 형식을 다
루는 것이 탈 문맥화 된 형식으로 지도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Lightbown & Spada,
1993). 특히 영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 자료의 장점은 스토리와 문맥이 있어서 내
용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것이므로 문법 학습에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법 항목을 가르치기 위해 영화 속 내용과 문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Krashen,
2009) 문맥 속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보여주고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해야 한
다. 이렇게 할 경우 학습자들이 자연스러운 담화를 익힐 수 있고 특정 상황 속에서 쓰이
는 긴 언어 샘플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dairHauck, Donato, & Cumo-Johanssen,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의 스토리와 사건 중심의 상황 및 문맥을
활용해서 특정 문법 항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래의 대화는 마을의 인기남인 개스
톤(Gaston)이 자신의 동료인 르푸(Lefou)에게 마을 아가씨 중 가장 아름다운 벨(Belle)을
아내로 만들고 싶다고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 대화를 통해 미래 사건을
나타내는 will 과 be going to 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will 과 be going
to 는 미래에 관한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하지만 두 어휘 간의 미묘한 차이를 대
화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두 표현의 가장 큰 차이는 화자의 의도와 관련있다.
Will 이 미래 행동에 대해 예측할 때 쓰이지만 화자의 의도를 필연적으로 나타내지는 않
는 반면 be going to 는 발화가 이루어진 순간 화자의 의도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LEFOU

GASTON
LEFOU

: Wow! You didn't miss a shot, Gaston! You're the greatest hunter in the
whole world!
: I know!
: Huh. No beast alive stands a chance against you... and no girl for that
matter!
: It's true, Lefou, and I've got my sights set on that one! (pointing to BELLE)
: The inventor's daughter?

GASTON

: She's the one! The lucky girl I'm going to marry.

GASTON
LEFOU

개스톤은 줄곧 벨에게 구애를 해왔고 그녀에 대한 호감을 표현해 왔지만 벨은 그의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위 대화에서 개스톤의 The lucky girl I’m going to
marry 라는 표현에서 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be going to 를 이용해서 벨과 결혼하겠다
는 자신의 의도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을 The lucky girl I will marry 라고 바
꿀 경우 전달되는 뉘앙스가 매우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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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아래 대화를 살펴보자. 벨은 아버지를 대신해 야수의 성에 갇히게 되고
갇힌 첫날 밤 배가 고파서 식당을 찾아 내려오게 된다. 야수는 자신의 저녁 제안을 거절
했던 벨에게 화가 나서 아무도 그녀에게 음식을 주지 말라고 명했지만, 마음 따뜻한 포
트 부인은 주인님의 명령을 어기더라도 그녀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한다.

BELLE

: I am a little hungry.

MRS. POTTS

: (excited, to the other tea pots) You are? Hear that? She's hungry. Stoke
the fire, break out the silver, wake the china.

(The fire on the stove roars to life, and drawers open to reveal silverware standing at
attention.)
COGSWORTH : (secretively) Remember what the master said.
MRS. POTTS : Oh, pish tosh. I'm not going to let the poor child go hungry.
COGSWORTH : (thinking he is giving in to the ultimate demand) Oh, all right.
Glass of water, crust of bread, and then…
저녁도 못 먹고 굶고 있었던 불쌍한 벨을 배고프게 그냥 두지 않겠다는 표현에 be
going to 를 사용함으로써 포트 부인은 주인의 명령을 어기더라고 저녁을 대접하겠다는
그녀의 의도를 함께 전달하고 있다. be going to 의 쓰임을 명시적으로 설명해주기 보다
는 이것이 사용된 상황과 문맥 속에 녹여서 이해하게 되면 그 쓰임을 훨씬 수월하게 파
악할 수 있다.
3. 문법 중점 학습을 위한 읽기 수업 모델
본 연구에서는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문법 중점 학습을 할 경우의 읽기 수업 모델을
3 단계, 수업 전 단계, 수업 단계, 수업 후 단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수업 전 단계에
서는 그날 학습할 영화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시청한다. 그런 후 스토리와 관련된 간단
한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이 그날 영상의 줄거리를 파악하도록 한다. 그날 학습할 문법
항목에 대한 간단한 퀴즈나 그림에 맞는 표현 찾기를 준비해서 이를 함께 풀어보는 과
정에서 문법 항목을 자연스럽게 자각하도록 유도한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수업 단계에서는 영화의 한 두 장면을 만화의 컷처럼 제시하고 등
장인물들의 대화를 작성해 보게 한다. 이 대화 속에는 그날 학습해야 할 문법 항목이 들
어있다. 학습자들은 이미 애니메이션을 본 상태라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알지만 정확
한 표현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작성해보고 정답을 맞춰보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대
화 속 문법 항목을 자각하게 된다. 그 장면의 영상을 다시 보며 함께 답을 맞춘 후 교사
는 지정된 문법 항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첨가한다. 문법 항목이 지니는 기능과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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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쓰이는 상황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정 문법 항목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
해 단체 대화방을 활용하거나 조별 토론을 활용한다. 학생들의 참여와 교사의 설명으로
그 장면의 대화를 이해하고 나면 이를 직접 자신의 지식으로 내재화 하여 생성해 볼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역할극을 활용한다. 등장인물의 몸짓과 표정, 또는 그들만의 독특
한 액센트를 극대화해서 따라 하도록 한다. 주어진 특정 문법 항목만을 강조한다거나
언어를 줄줄 암기하듯이 할 경우 자칫 지루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의도나 심
정을 고려해서 과장해서 모방하도록 유도한다. 등장인물 따라 하기에 집중하는 과정에
서 학습자들은 배워야 하는 언어와 문법 항목을 자연스럽게 내재화 하게 된다. 역할극
연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후 자발적 조별 발표를 해보도록 하고 각 조별로 자
신들이 연습한 역할극을 핸드폰을 이용해서 녹화하도록 한다. 녹화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연습하게 되고 특정 문법을 학습한다는 인식 없이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게 된
다.
수업 후 단계에서는 그날 학습한 문법 항목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빈칸 채우기와 알맞은 표현 연결하기, 내용에 맞게 수정하기, 참/거짓 선택하기 등 5-7
문항으로 구성된 간단한 문제를 함께 풀어보며 그날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무리 한다.
애니메이션 속 문맥을 활용하여 문법 학습을 지도할 경우 그날 학습해야 할 문법 항
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시적 학습 방법이 사용되지만 학습자들의 활동에서는
자연스럽게 자각하도록 암시적 학습 방법이 함께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맺는 말
본 연구에서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를 활용하여 문법 중점 학습을 하기 위
해 상황과 문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정 문법 항목을 지도하기 위해 애니
메이션 대화를 분석하였고,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문법 중점 학습을 위한 수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이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긴 여정에서 문법적 능력
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흥미로운 영상 자료를 활용할 것과
이러한 자료의 문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문법 중점 학습을 위한 좀 더
생산적이고 흥미로운 수업 활동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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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능력 향상을 위한 영화영어 교수법
류도형
(국민대학교)

I. 서론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너무나 다양하다. 풍부한 입력이 제공되는 환경
이어야 하고, 그 환경은 교실환경보다는 자연적 환경이 더 유리하다. 학습자는 동기화되
어야 좋으며, 교수자는 권위자가 아닌 촉진자로써 학습을 도와주며 가이드할 수 있어야
한다. 입력으로 들어온 언어자료들을 사용하는 출력연습도 필요하며 출력 방법이 그 효
과를 배가시켜야 한다.
언어학습에서 입력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방대하여 입력의 내용, 입력의 방법, 입력
의 시기, 입력의 종류 등등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출력에
대한 연구는 다소 빈약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출력능력을 중심으로 한 영화영어 교
수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출력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재도 그 목적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
다. 종이로 된 책 속의 대화내용을 듣고 따라하는 것으로서는 더 이상 그 효과를 기대하
기 힘들다. 영화가 영어 학습에 사용된 것은 1950 년대부터 간헐적으로 연구되어 왔고,
일본에서는 영화를 이용한 영어 국정교과서도 2000 년대 초반에 선보였다. 국내에서는
1998 년 영상영어 교육학회의 창립이래로 꾸준히 다각적인 영화영어 교수법이 발전되고
있다. 영화를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출력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구들의 기반
에는 영어의 무엇을 출력하도록 연습시킬 것이냐에 관한 전제가 중요하다. 입력은 어휘,
문법, 언어지식, 세상지식 등등 입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의 입력방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학습자의 머리 속에 들어갈 입력의 내용은 무엇이든지 가치있으며,
필요하다는 것에는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출력은 제한적 여건에 의하여 최대의 효
율성을 고려할 때 무엇을 출력 연습시킬 것인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입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입력한 것을 출력연습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만, 국내 각 교과과정에서 입력과 출력이 균등하게 배분되기 힘들다. 게다가 입시와 내
신 위주로 교과과정이 편중되다 보니 당연히 시험을 위한 입력위주의 학습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출력이 입력보다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입력 보다 출력에 주력하자
는 것도 아니고,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 123 -

2018 KAFLE Annual Conference

것이다. 이렇게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학습자료로 사용해
야 하는가가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무엇을 출력 연습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고려하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입력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입력
과 출력연습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입력되자 마자 바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학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학습시
키기 위한 영화영어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영화 자막을 활용한 출력연습
영화영어 강좌는 교사의 준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영화의 선정에서부터 학습자
료의 선택, 장면의 선정 등 모든 것에서 교사의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교수자
들이 이용하고 싶어하면서도 기피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내 드라마와 영어자막을 이용한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하였
다.
일반적으로 영어권 영화를 이용하면서 영어자막이나 국어자막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흔하게 연구되고 비교되는 방법이지만(Markham & Peter, 2003; Stewart & Pertusa, 2004;
Zarei & Rashvand, 2011), 모국어로 나오는 국내 영화나 드라마를 이용해서 영어자막을
이용하는 것은 보기 힘들다(Ryu, 2017). 모국어나 목표어에 상관없이 자막을 사용하는
것의 효과는 상당히 많이 연구되어 있고, 자막을 시각 매체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학습
자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높은 집중력을 주며 언어적 특징에 대한 자각력을 높여
준다는 연구들이 있다(Lee, 2001; Markham, 1989; Ryu, 2016; Winke, Gass & Sydorenko,
2013).
최근에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드라마와 영화, 가요가 인기리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추어 자막(Amateur subtitling)들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
는 팬 자막(fan-subtitled)이라고 불리기도 한다(Liu, 2014). 이런 팬 자막을 통해 첨가된
영어자막은 전 세계 한류팬들이 편하게 한국의 매체를 접하도록 돕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어 영상에 영어 자막을 첨부한 매체는 역으로 국내 학습자들에게 영어
교육을 위해서 이용할 때 예상치 못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성인의 머리는 이미 모
국어로 체계화 되어있기 때문에 모국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모국어를 목표어인 영어로 어떻게 전환하는가가 화두라고 볼 수 있다. 전달하고
자 하는 의미가 먼저 모국어 체계로 두뇌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영어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전환이 빠르게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야 유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별의 단어들과 문법지식들로 조립을 하게 된다면 어색할 뿐만 아니라 정확성도 떨어
지고 유창성을 갖기도 힘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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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어를 이용하여 어떻게 영어로 옮기게 될지를 연습하게 한다면 실제 대화에서 말
하고 싶은 의미를 영어로 표현하는 훈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영상을 교재로 하
여, 첨부된 영어자막을 활용한 출력활동을 하면 어떤 교재보다도 의미있는(meaningful)
언어사용 활동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제언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제한적인 국내에서 출력연습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입력에만 치중된 언어학습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는 현재 학습자들의 현황이 바로 그
증거가 된다. 입력과 출력을 균형있게 배분할 수 있어야 언어 사용능력이 향상될 수 있
을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자유학기제 등으로 좀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시도와 연구들이 행해질 수 있다. 단순히 영화
매체를 이용하여 기존의 방법을 답습하는 것 보다는 국내의 영화나 드라마 영상을 이용
하여 영어사용 훈련을 유도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학습자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줄 뿐
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자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영상에서 모국어를 통해 쉽
게 이해한 의미를 영어로 어떻게 옮겨지는지 자막을 통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
말로 체험의 현장이 될 수 있다. 영어사용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거액을 들여 영어마
을 여러 개가 건설되었지만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고, 원어민 교사에의 의존이 얼마
나 비효율적이며 효과가 없는지 목격하였다. 모든 학습자들이 자비를 들여 영어권 국가
로 연수를 갈 수도 없고, 다녀 온다고 하여도 비용효율성이 떨어진다. 국내에서 국내 교
사들을 통해 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영화뿐만 아니라 유
투브 같은 다양한 매체들로 거의 실시간으로 연결된 세상이 도래했고, 이제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 실용적이고 비용효율성이 뛰어난 참신한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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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노블을 이용한 읽기 활동에 관한 연구
이지현
(국민대학교)

초록
언어학습에서 읽기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외국어 습득과정에
서 읽기를 통한 입력활동이 없이는 제대로 된 언어발달을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
적으로 읽기는 학습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영어 성적을 얻기 위해 준비하는 읽
기 학습 이외에는 실질적으로는 말하기와 듣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오랜 시
간 영어를 공부해 온 대학생의 경우 영어 읽기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으며 읽기
중심의 수업에 대해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구자가 132 명의 대학 신입생들에
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습하고 싶어하는 영어영역에서 읽기는 압도적으로 가장
낮은 순위를 보인 사실에서도 읽기가 학습자들에게 얼마나 관심 밖의 영역인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언어입력 없이는 올바른 언어발달을 기대할 수 없으며 간단한 어휘위
주의 대화가 아닌 대화다운 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방대한 양의 언어입력은 필수적
이다. 특히 EFL 환경에 놓은 우리나라의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읽기과정은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활동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생각해 볼 것은 읽기 활동에서
멀어진 학습자들을 어떻게 읽기 활동으로 이끌어올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을 이용한 읽기 활동을 제안 한다. 그래
픽 노블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심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래픽 노
블이란 말 그대로 ‘그림으로 된 소설’이다. 텍스트가 주가 되고 그림이 부가적으로 등장
하는 삽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텍스트와 그림이 어우러져 의미를 극대화 하는 장르
라고 할 수 있다. 초창기에는 아동 혹은 청소년을 위한 만화책만으로 여겨지던 것이 현
재는 하나의 문학장르로 인정받고 있으며 성인 독자층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현재
그래픽 노블이 읽기를 꺼려하는 독자들이 독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은
정설로 자리잡고 있다(Holston, 2010). 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래픽 노블이 재미를
넘어서 읽기 교재로 인식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그래픽 노블
인 Persepolis(Satrapi, 2003)를 이용하여 성인 학습자들의 읽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읽기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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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Working Memory Capacity
in Processing of Filler-gap Dependency Structures by ESL Learners
Jung, Sehoon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One of the central questions in recent second language (L2) processing research is whether
the types of parsing heuristics and linguistic resources learners compute during online
processing are qualitatively similar or different from those used by native speakers of the
target language. In this line of research, the shallow structure hypothesis (SSH) proposed by
Clahsen and Felser (2006a, 2006b) suggests that the nature of L2 processing is fundamentally
and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L1 processing. According to the SSH, the type of syntactic
representations adult learners utilize during online processing are structurally shallower and
hierarchically less detailed, compared to those used by native speakers for two

possible

reasons: inadequate interlanguage grammatical representations and/or insufficient processing
abilities to make use of relevant information in real time. The SSH further states that this is,
by and large, the likely case regardless of learners’ proficiency or working memory capacities
(WMC). This study sought to test the validity of these claims by investigating how proficient
ESL learners process relative clause (RC) island structures while reading sentences containing
filler-gap dependency constructions in real time. A total of 49 advanced ESL learners varying
of age of arrival (AOA)—28 adult (AOA between 18-31) and 21 early

learners

(AOA

between 2-9)— as well as 24 native English speaker controls, participated in an eye-tracking
reading experiment and two different types of computerized non-verbal working memory span
tests (operation-span and symmetry-span) adapted from

Oswald,

McAbee,

Redick,

&

Hambrick, 2015). Developed based on the materials used in Omaki and Schulz (2011), each
target sentence in the reading task had four experimental conditions in a 2 x 2 Latin square
design, with plausibility (i.e., plausible and implausible) and island (non-island and island)
manipulation, but participants received only one of those four conditions for each sentence.
Results suggested that while all participants made use of active filler strategies to fill the gap
as early as possible in the non-island environment, both the English control and ESL groups
appeared to have rapidly deployed relevant syntactic information of island constr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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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less of their WMC, avoiding illicit filler-gap formation

inside

the

relative

clause

islands. Some WM effects were found for adult the ESL learners only in the later region at
the ultimate gap (i.e., canonical) where the parser is expected to perform a filler-gap
reanalysis. At this region, the early ESL learners and native English speaker controls showed
sensitivity to structural cues and gap identifications fairly early, initiating filler-gap reanalysis
processes from earlier stages of processing. However, it was the only those with higher
WMC among the adult ESL learners that presented such

immediate

filler-gap

reanalysis

effects during early stages of processing. In contrast, the adult learners with lower WMC
showed sensitivity (i.e., reanalysis effect) only during the later stages of processing.

These

findings are further discussed in the light of the SSH and second languag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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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a Mobile-Mediated Flipped Learning Program
Using KakaoTalk Platform
Park, Punahm
(Seokyeo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 mobile-mediated flipped learning program utilizing
Kakao platform for Art-major college students. Social Network Services such as Facebook,
Band, KakaoTalk, Ning allow users to access digital information, create artifacts, and interact
and collaborate in virtual communities (Kaplan & Haenlein, 2010). At little or no cost to the
educational institution, SNS platforms can be integrated with classroom instruction in ways
that support communication among students. A

number of studies

have

made

claims

regarding the benefits of using SNS platforms in language learning. Several studies on the
use of mobile platforms in higher education foun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student
motivation (Lampe, Ellison, & Steinfield, 2008). Teotenel (2014) examined the impact of the
use of the SNS platform Ning in on cohesion and learner-to-learner interaction among
participants. This research integrated the platform learning into a language learning classroom
for art college students. In order to analyze the language improvement and students’
perceptions on the platform-mediated flipped learning model, the researcher examined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1) whether a mobile-mediated FL program had impacts on Art
college students’ English skills; 2) participants’ perceptions of the program, both in terms of
its impact on their linguistic skills and in (motivation); and 3) How did the students perceive
the platform

selected for the flipped learning treatment. The

researcher

developed

and

implemented a 15-week English communication program and administrated the pre- and postquestionnaire, and the pre- and post-English proficiency test to 22 students. For the in-depth
research, the researcher observed the students’ activities in the class and interviewed the
students’ experiences on using KakaoTalk platform.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speaking skill. Overall, the questionnaire and
interview data revealed positive perceptions of KakaoTalk-mediated flipped classroom. By
utilizing Kakao platform, the students enhanced not only their interest in English learning but
not for their speaking ability through their flipped learning.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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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had positive perspectives towards the mobile-mediated flipped learning. The students’
enhancement on the motivation was supported with the help of the

well-prepared

video

lectures and the student-centered class activities and the teachers’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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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티칭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T-Kit
서지영
(국민대학교)

초록
디지털 네이티브 학습자들을 고려하여 교육 방법에 다양한 변화가 모색되면서(Prensky,
2001)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와 매체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의 종이를 이용한
교재를 사용하는 대신 이미 많은 영어 교사들이 Quizlet 을 이용해 단어장을 만들고 학습자
들에게 공유하여 학생들의 어휘 학습 진도율을 체크하고 있으며, Kahoot 을 이용해 수업시
간에 퀴즈를 풀고 끝난 즉시 피드백을 주고, 구글 문서도구를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함께 협
력적 글쓰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체들은 교사를 타켓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
니고, 수업지도안의 일부로 색다른 즐거움을 주기위해 간헐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현재 학습자들은 글에서 정보를 얻기 보다 영상을 이용하는데 익숙하다. Berk(2009)
도 영상자료는 지금의 Net Generation 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영어 학습에 대한 강제성이 줄어드는 요즘 같은 시기에 영어학습에 대한 동기가 낮은 학생
들도 흥미를 갖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교사들이 영상자료를
쉽게 가공하여 수업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하며, 수업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직접 제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T-Kit 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작동기와 사용방법, 그리고 실제 국민대
교양영어 수업에서 사용한 사례 및 학생들의 반응이 제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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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ve English Teacher와 Korean English Teacher의 Teacher Talk 비교:
문법 형식(language form)을 가르치는 수업 장면을 중심으로
정하나
(대전중리중학교)

초록
Teacher talk 은 일종의 교실 대화이고 교실 활동과 관련한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Silver & Kogut, 2009). Teacher talk 에는 교사의 수업 방식(teaching styles), 수업

목표

(lesson objectives), 목표 언어 기능(target language skills), 과업의 유형(types of tasks), 학습
자의 수준(levels of learners) 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teacher talk 에 따라
수업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어 수업은 대체로 한국인 영어교사가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1995
년부터 학생들의 국제화 교육을 위해 도입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활용정책1)에 따라 원
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지역 및 학교도 상당하다. 그러므로 한국인 영어교
사의 teacher talk 을 살펴보는 것 뿐만 아니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teacher talk 을 함
께 살펴보는 것이 보다 현재 영어수업의 teacher talk 을 균형적인 시각으로 살펴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한국인 영어교사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의 영어수업에 담긴 teacher talk 을 살펴보고 국적을 불문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로서 보여주는 두 교사의 teacher talk 의 유사점과 영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교사(원어
민 영어보조교사)와 외국어로 구사하는 교사(한국인 영어교사)의 teacher talk 의 차이점은
어떤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인 영어교사간 teacher talk 을 비교하여 보다
다각도로 teacher talk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교사간 teacher talk 을 비교함
으로써 특정 유형의 teacher talk 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교사
의 수업방식 및 수업목표와 방향에 따라 다른 유형의 teacher talk 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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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영어교육 V
(12동 410호)
시간

사회자: 표경현 (단국대)

토론자

제2언어 음성 발화의 이해도 분석에 관한 연구: 초급 및 중급 영어 말하기
13:30 – 14:00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신민채 ･ 이준규(한국외대)

분석을 기반으로 한 읽기 어려움을 가진 한국 대학생의 읽기 행태에 관한
14:00 – 14:30 연구
신성은(한국외대)

이승복
(춘천교대)
이준규
(한국외대)

A study o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
flipped English classroom (플립 러닝을 통한 영어수업이 대학생들의 자기주도
김현정
14:30 – 15:00
적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대)
Yenarae Kim(Dankook Univ.)
15:00 – 15:30

대학생을 위한 노래를 활용한 다단어 단위(multi-word units) 학습법 제안

강성관

노윤아(국민대)

(광주대)

15:30 – 16:00

휴식

시간

사회자: 장지연 (명지대)

토론자

역할을 부여한 소집단 활동이 초등학생의 정의적 영역과 영어 쓰기 능력에
Mik Fanguy
16:00 – 16:30 미치는 영향
(KAIST)
성은경(사이버한국외대) ･ 김보라(신광초) ･ 조정래(양서초)
Humor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view of the literature (초등학교 영어수
16:30 – 17:00 업에서의 유머 연구)

김승화

김솔(수영초) ･ 박선호(경인교대)

(국제고)

Nudging for creativity in young learners’ classes: A reflection on practice
17:00– 17:30 (수업 사례 성찰을 통한 초등영어교육에서 창의성을 설계하기)
Roxy Lee(The Open University of Korea)

전희승
(서울대)

개정 초등영어교과서의 어휘 활동 분석과 학습자의 인식 및 능력에 따른 어휘 Roxy Lee
17:30– 18:00 활동 선호도 분석
(Open Univ. of
이현지(한국외대)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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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언어 음성 발화의 이해도 분석에 관한 연구: 초급 및 중급 영어 말하기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신민채 ･ 이준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제 2 언어(L2) 학습의 주된 목표는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의사 소통을 촉진하는 것이
고, 특히 성인 학습자들의 경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목표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영어 원어민의 판단 시 이해하기 쉬운 말하기에 대
한 L2 연구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 (EFL) 성인 그룹 중 두 가지 수
준, 특히 초급 및 중급 수준 말하기 능력의 주요 요인을 조사하였다. 즉석 발화에서의
L2 이해도와 언어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네 명의 원어민 영어 말하기 평가자가 L2 학
습자의 말하기 이해도와 언어적 요인 점수를 채점 및 측정하였다. 58 명의 L2 성인 학습
자는 이해도 점수의 평균으로서 초급 수준 24 명과 중급 수준 34 명의 학생으로 나뉘었
다. 또한, 8 개의 언어적 요인에 대한 다변량 분석 결과, 두 그룹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 값, p 값 및 효과 크기의 단변량 분석 결과, 두 개의
다른 수준의 학습자들이 어휘의 풍부도 및 문법의 복잡도 요소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성인 학습자의 L2 말하기 교육에 있어
어휘 및 문법 분야가 초급과 중급 수준을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교육적
함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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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f Miscue Patterns and Reading Process of
College Students Who Have Reading Difficulties
Shin, SungEun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In miscue analysis, the reading process is viewed quite differently from word-bound,
phonics-based, or input-oriented concept of reading. The underlying reading

process

inside

readers is considered to be meaningful because of the interaction between language

and

thought, so called ‘psycholinguistic game’(Goodman, 1973). In this analysis, learners read
aloud the given text. Their oral texts are not evaluated, and instead they are observed and
examined in a new perspective to investigate the deep process of reading: readers’ use of
graphic, syntactic, and semantic cues are analyzed and retrospective session such as reading
interview, retelling story, and discussion of their own miscues was implemented, providing
insightful information about their reading proficiency by revaluing them as readers.
Several studies emphasized the values of miscue analysis in understanding reading process
and helping at-risk readers. For example, it is insisted that miscue analysis can be used as a
way of gaining insight into the underlying cognitive process associated with the reading
aloud the text (Ferguson et.al). Reading aloud is a complex process, with an interplay

of

production factors, such as performance anxiety and the application of both top-down and
bottom-up processes at work. Goodman in his article (1997) emphasized the role of
researchers because this analysis gives researchers valuable information about how readers use
various cues in the text to make inferences and predictions about

the

given

text.

Allington(1998) also highlighted the roles of miscues by mentioning that it will help
identifying real needs of learners who have difficulty in reading.
In this regard,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iscu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wo low-proficiency level adult readers in ‘A’ community college and
their attitudes toward ‘reading process’. Another purpose is to suggest more appropriate and
effective ways to help EFL adult readers who have reading difficulties. To do this, the study
will answer the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 141 -

2018 KAFLE Annual Conference

1) What are the miscu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wo low-proficiency readers in
‘A’ community college in Korea?
2) What are their attitudes toward reading and self-conceptions as readers?
3) What do the miscue analysis results indicate about how to approach the EFL adult
readers who need help in reading? What would be suitable reading instruction towar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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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 flipped English Classroom
Kim, Yenarae
(Dankook University)

ABSTRACT
Flipped learning has become a buzzword for teachers who are interested in learnercentered instruction. Furthermore, teachers can provide a customized education for students’
individual needs as they actively participate in knowledge construction and evaluating their
learning (Bergamnn & Sams, 2012). As Knowles defined in his study (1975), self-directed
learning is as a multifaceted process of taking initiatives in self-motivation, self-management,
self-modification, and self-monitoring of learning and can be bolstered by flipped learning. A
number of researches o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in flipped classrooms have reported
positive effects in various educational fields (Park, H., & Lee, J. 2018; You & Kim, 2017;
Kim, 2016; Lee, Kang, & Kim, 2015; Park, 2015).
However, there have been a dearth of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 flipped classroom in English learning contexts.
Therefore, this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university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 flipped classroom. For the study aim,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What are characteristics of learner’s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in the
flipped classroom?;

2) Are there meaningful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s self-directed
the

flipped

classroom?;

3)

Are

there

differences in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by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top
30% vs. bottom 30%)?
To figure out the research questions, a survey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find

out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in flipped classroom along with a 15-week class
observation. Then, in-depth interviews for qualitative data collection were conducted to further
investigate and understand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in a flipped classroom. For
quantitative data analysis, a frequency, correlation and cross-tab analysis were conducted. The
statistical analyses produced the following results: 1) Students showed positive answers in
five characteristics of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in flipped classroom; 2) There wer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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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ly meaningful correlations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3) There were no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i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by academic achievement. The findings from the qualitative data analysis
revealed that students felt positive about flipped learning and their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has increased over time. However, there were a few limitations in this study:

1)

Academic achievement defined for this study was not clear in figuring out differences in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2) Since a pre- and post-test were not conducted before and after
flipped learning, it was hard to maintain that there were changes in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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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위한 노래를 활용한
다단어 단위(multi-word units) 학습법 제안
노윤아
(국민대학교)

I. 들어가며
영어 학습에서 어휘의 중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Wilkins(1972)는 문법을
모르면 의미 전달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반면, 어휘를 모르면 최소한의 의미 전달도 어
렵다고 하였다. Lewis(1993)는 어휘가 언어의 핵심이라 하였으며, Coad와 Huckin(1997)은
어휘력이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 하였다. 이처럼 어휘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많은 영어 어휘 신장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음악(노래)을 활용한
영어 어휘력 향상 연구 역시, 영어 어휘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 중에 하나이다.
Coyle과 Gracia(2014)는 미취학아동들을 대상으로 L2 어휘를 증진시키는데 노래를 사용하
였다. Heidari와 Araghi(2015)는 7살에서 14살 사이의 EFL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음악을 이
용하여 L2 어휘의 습득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Maneshi(2017)은 5학년과 6학년 초등학
생들을 대상으로 노래 듣기를 통하여 어휘 우연학습(incidental vocabulary learning)을 연구
하였다.
이처럼 대다수의 노래를 활용한 어휘 학습 연구의 경우 그 대상이 아동이다. 또한 불
안, 긴장감을 풀거나, 흥미와 호기심 자극하는 것처럼 주로 정의적 영역에 끼치는 긍정
적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언어적 측면에서는 노래가 어휘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여러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다단어 단위(multi-word units: 이후 MWU로 약칭함) 학
습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MWU는 20세기 말부터 주목
받고 있는 언어 단위이며, 유창성과 언어 습득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여러 증거
들이 있다. 노래를 활용하면 특히 MWU 학습에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하여 본 발표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래를 활용한 다단어 단위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노래 선정 및 노래 속 다단어 단위
노래 선정에 관해서는 학자들은 여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Wagner(1996)는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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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문법 수준을 제시하였고, Cemilan(2000)은 학습자의 관심, 연령, 언어 수준, 적절한
리듬, 길이, 발음, 후렴구 여부, 지역학 정보, 수행 과제 적합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교
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언어적 학습 효과와 학생들의 흥미를 동시에 얻
을 수 있는 최상의 노래를 선택을 하고자 하는 자 할 것이다.
그러나 교실에서 수업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노래는 가급적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유
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노래를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다양
한 성향과 취향의 학생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반
면 학생들이 노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 학생들 세대에게 환영 받을 수
있는 노래가 선정될 확률일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아래 제시한 노래 역시 학생들이 선택
했던 노래 가운데 하나였다.
Someone like you
by Adele
I heard that you're settled down
That you found a girl and you're married now
I heard that your dreams come true
I guess she gave you things
I didn't give to you
Old friend, why are you so shy
Ain't like you to hold back
or hide from the light
I hate to turn up out of the blue uninvited but I
Couldn't stay away I couldn't fight it
I had hoped you'd see my face
And that you be reminded that for me it isn't over
Never mind I'll find someone like you
I wish nothing but the best
For you too, don't forget me
I beg, I'll remember you said
Sometimes it lasts in love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
Sometimes it lasts in love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 yeah
you know how the time flies
- 146 -

2018 KAFLE Annual Conference

Only yesterday it was the time of our lives
We were born and raised
in a summer haze bound by the surprise
Of our glory days
[후렴]
Nothing compares no worries or cares
Regrets and mistakes their memories made
Who would have known for bittersweet
This would taste
[후렴] × 2
일반적으로 노래 가사는 시와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시는 참신한 의미와 창의적
인 언어형태들을 가지고 있고 대중가요는 조금은 상투적인 의미와 진부한 언어형태들을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상투적인 의미나 진부한 언어형태들이 문
학적 가치는 낮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표현들이 외국어 학습 측면
에서는 오히려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은 빈도수가 높은 언어 형태
들이며 MWU 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노래 가사를 많이 암기함으
로써 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MWU 들을 익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나가며
어휘 학습 측면에서 노래가 갖는 다양한 강점들 중에 노래를 활용한 MWU 학습에도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노래의 멜로디와 리듬감이 어휘 학습의 필수적인
반복과정의 지루함 해소에 도움을 주며, 다소 상투적인 표현의 가사들이 실생활에서 활
용되는 MWU 를 발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 다만, 노래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다. 노래만으로는 학습해야 하는 어휘양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매시간 노래를 사용하는 것은 결국에는 학생들에게 반복되는 활동으로 여
겨져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MWU 를 학습하고자 할 때
노래가 좋은 학습 자료가 될 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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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부여한 소집단 활동이 초등학생의 정의적 영역과
영어 쓰기 능력에서 미치는 영향
성은경(사이버한국외대)
김보라(신광초등학교)
조정래(양서초등학교)

초록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할을 부여한 소집단 활동이 학생들의
정의적인 영역(흥미도와 자신감), 그리고 영어 쓰기 능력(유창성과 정확성)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소집단 학습은 발화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어서 자신과 동료
의 학습 효과를 가장 최대화하려는 학습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 동질 집단으로 밝혀진
세 학급을 선정하여서 10 주 동안 영어 쓰기 수업을 실시하였다. 실헙집단에서는 학생들
을 소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 구성원에게 개별 역할을 부여하였다. 개별 역할은 artist,
writer, spelling checker, punctuation checker 로 구성하였다. 비교집단 1 에서는 집단을 나누
지 않고, 개인 활동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비교집단 2 에서는 소집단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되 개별 역할은 부여하지 않았다. 각기 다른 수업 방식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
미도와 자신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과 사후에 설문지 검사를 실시하였고, 사
전과 사후에 영어 쓰기능력 평가지로 학습자들의 쓰기 정확성과 유창성의 향상을 살펴
보았다. 사전과 사후의 흥미도를 비교한 결과, 세 집단 중 실험집단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변화를 보였다(p<.01). 세 집단 간 사후 흥미도를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개인 활동을 한 집단보다는 소집단 또는 역할부여 소집단 활동을 한 학생들
이 흥미도가 높아졌다. 자신감 면에서도 세 집단 중 실험집단만 사전과 사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p<.05). 세 집단 간 사후 자신감을 비교하였을 때, 흥미도
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인 활동보다는 소집단 또는 역할부여 소집단 활동을 한 학생들의
자신감이 훨씬 더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지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에
서 소집단 활동이 흥미롭다고 생각하고 더 자주 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소
집단 간의 수준 차이나 한 소집단 내에서 구성원들의 수준 차이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영어 쓰기 능력 평가지를 통해서 나타난 유창성과 정확성을 분석한 결
과, 유창성에서는 세 집단 모두 사전과 사후에 큰 차이를 보였다(세 집단 모두 p<.01).
정확성 면에서는 소집단 활동과 역할부여 소집단 활동을 한 학생들이 사전과 사후에 유
의미한 변화를 보였다(두 집단 모두 p<.01). 이러한 결과는 명확한 역할을 부여한 소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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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의적인 면과 영어쓰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학습자의 학습 성향과 학습 능력을 고려한 집단 구성과 역할
부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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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or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view of the Literature
Kim, Sol(Suyeong Elementary School)
Park, Seon-Ho(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Humor is pervasive in the language classroom. It occurs in the middle of role-plays (Bushnell,
2008), during singing (Cekaite & Aronsson, 2004), in discussions (Pomerantz & Bell, 2011), or
when the teacher talks about assignments (Waring, 2013). This study explores the literature on
humor in the language classroom and proposes implications for teachers about the use of humor.
The features of humor (Cook, 2000) are first presented, and then types of humor in the language
classroom are identified. It is commonly accepted that humor functions positively as a safe
house, reducing learners’ foreign language learning anxiety. In this safe house, groups can be
horizontal and relatively free from supervision (Pratt, 1991). Pomerantz and Bell (2011) insist
that jocular talk can provide students with diverse and desirable classroom identities, and it can
bring more complicated and creative language use (Canagarajah, 2004; Pratt, 1991). In contrast,
humor has its negative functions as well. It can lead to students being distracted. Negative
humor may harm others’ feelings and convey negative messages, while being expressed as ‘just
joking’ (Bell & Attardo, 2010). It may be used to demean someone or to exclude a certain
person. Sometimes, students take subversive identities (Canagarajah, 2004) and reprimand their
teachers or make fun of them. Subversive humor acts as a very effective means of challenging
the authority in socially acceptable ways (Holmes & Marra, 2002). Many subversive acts were
found in Waring (2013). Adult ESL learners were momentarily liberated from classroom rules,
pinpointing the teacher’s insufficient knowledge, critiquing the task as being too easy, or
demanding that the teacher disclose a personal story. Overall, humor turned out to be helpful in
language teaching situations. However, for a better appreciation of humor, language teachers’
help is needed as humor frequently includes cultural connotations. Teachers from some Asian
countries are reported to be reluctant to use humor in the class because they are afraid of losing
control. For the successful use of humor in the primary school English class in Korea, teachers
are advised to provide funny examples, use humorous activities, or teach students interesting
cultural information.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research survey, it is recommended that
humor should be lesson-relevant, appropriate to students’ linguistic levels, and used in a car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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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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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dging for Creativity in Young Learners’ Classes:
A Reflection on Practice
Roxy Lee
(The Open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Creativ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for students to develop in the modern world
(Pink, 2011). For this reason, creativity has been included as a core objective in the Korean
school curriculum (Lee, 2013), and commentators on foreign language education have called
for more focus on creativity in language education (Richards, 2013). Unfortunately, it can be
difficult for teachers to find space to encourage student creativity within a system focused on
correct answers and standardised tests (Roh, 2011). This presentation details the efforts of
two English teachers in Korea to promote creative/artistic expression as well as

English

practice.
Working with a small, private class of elementary-age, beginner-level Korean EFL learners,
the presenter and her partner teacher worked to create a class environment and structure that
would give students space to be creative while using English, and also ‘nudge’ them to be
ever more creative and use more English over time. In order to do this, the two teachers
produced a literature-based, practical definition of creative expression for the EFL classroom
with three criteria: (1) novelty (Stein, 1953), (2) value (Csikszentmihalyi, 1999) and (3)
effectiveness/English use (Runco and Jaeger, 2012).
With this 3-criteria definition in hand, the teachers then designed classes to help students
achieve as well as possible in line with these criteria based on a

input-output-feedback

structure. Input for both English language and creative expression was provided through
‘extensive reading’ (Day and Bamford, 2002). Output took the form of student-produced class
materials (comics, games, and pictures). Feedback involved a variety of assessment procedures
(self-, peer-, and teacher-) to encourage students to reflect and improve on their work over
time (Payne Young, 2009). Students attending these classes produced a wide variety of
materials ranging from the very simple to the impressively creative, and used English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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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ng so.
Attendees of this presentation will get an overview of the practical definition of creativity
created and used by the presenter, and of the particular class and activity design and
assessment procedures used, and of the results (successes,

challenges,

and

shortcomings).

These ideas may be directly useful to EFL teachers hoping to create space for creative
expression in their own classes, or otherwise may provide the inspiration and supporting
information needed for them to design unique classes of thei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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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초등영어교과서의 어휘 활동 분석과 학습자의 인식 및
능력에 따른 어휘 활동 선호도 분석
이현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2018 년도부터 시행되는 초등학교 4 학년의 15 개정 영어교과서의 어휘 활동
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선호도와 인식을 설문 응답 조사 하고자 한다. 개
정 영어 교과서 전체 5 종을 대상으로 어휘 활동을 분석하였으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교과서의 어휘 활동 유형 분포도와 학습자의 선호도는 관련이 있는
가?’이며, 세부 질문으로는 ‘5 종 교과서간 어휘 활동 유형 분포도는 유사한가?’, ‘학습자
가 선호하는 어휘 활동 순서는 교과서 내 분포순과 같은가?’를 설정하였다. 두 번째 연
구 문제로는 ’학습자의 인식 및 능력에 따른 선호 어휘 활동이 다른가?‘를 두었으며 이
를 위한 세부 질문은 ‘수업 내 어휘 습득량에 대한 인식에 따라 선호하는 어휘 활동이
다른가?’, ‘교과서 내 어휘 활동의 난이도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선호하는 어휘 활동
이 다른가’, ‘본인 기준의 원어민과 의사소통 능력에 따른 어휘 활동 선호도는 다른가?’,
‘어휘 학습 시 교과서의 활용도에 따라 선호하는 어휘 활동이 다른가?’, 그리고 ’단어 시
험 성적에 따라 선호하는 어휘 활동이 다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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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독일어교육
(11동 108호)
시간

사회자: 유덕근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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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독일어 교과서I, II 대화문의 화용론적 분석

14:00 – 14:30
14:30 – 15:00

토론자
이도영(한국외대)

논증적 글쓰기 교육을 위한 독일어 논증 표지 연구

유수연
(이화여대)

국세라(한국외대)
매체에 따른 텍스트 유형 분류를 적용한 학부 번역수업 운영사례
최경인(한국외대)

정혜연

15:00 – 15:30

언어 및 문화 교류가 가능한 수업모델: 번역 워크숍 (Übersetzungswerkstatt) (한국외대)
김창건(한국외대)

15:30 – 16:00

휴식

시간

사회자: 조국현 (한국외대)

토론자

16:30 – 17:00 독일과 한국의 비즈니스문화 비교 및 수업에서의 활용 가능성
민춘기(전남대)
독일어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기본표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00 – 17:30
이미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재원(한국외대)

이경택
(서울대)

노래와 함께하는 독일어 수업
17:30 – 18:00

(숭실대)
박경아(주한독일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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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독일어 교과서I, II 대화문의
화용론적 분석

이도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인 의사소통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 2015 년 개정 교육과정
의 지침에 따라 개발된 고등학교 독일어 교과서 I, II 에 실린 대화문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상적이고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 조건에 따라 구성된 대화문을 화용론적 측면, 특히
써얼(Searle)의 화행론과 그라이스(Grice)의 대화 격률 이론 등을 근거로 하여 다음에 중점을
두고 살펴본다; ‘의사소통상황에 적합한 대화인가’, ‘대화 참여자들의 역할에 알맞은 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협동 원리에 따른 대화 격률들을 준수하고 있는가’, ‘대화는 완결성을
준수하고 있는가’ 등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외국어 교육과정의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 배양’
에 맞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화문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신형욱. (1999). 제6차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의 비교. 독어교육, 17, 115-151.
신형욱. (2000). 의사소통 중심 독일어교육을 위한 텍스트 분석. 외국어교육, 17, 115-151.
신형욱. (2008). 고등학교 독일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비교 분석. 외국어교육, 22(2), 39-63.
조국현. (2004).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독일어 교과서의 의사소통적 특성 분석. 외국어교육,
11(2), 407-425.
Yule, G. (서재석 외 역, 1996). 화용론. 서울: 박이정.
Heringer, H. J. & Ehrhardt, C. (2011). Pragmatik. Paderborn: Wilhem Fink.
Hindelang,

G.

(2010).

Einführung

in

die

Sprechakt-Theorie;

Sprechakte,

Sprechaktsequenzen. 5. Aufl.,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저자소개
이도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강사. (bonnunildy@naver.com)

발표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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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적 글쓰기 교육을 위한 독일어 논증 표지 연구
국세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이 연구는 독일어의 논증 텍스트에 나타난 논증 표지의 양상을 살펴보고 유형화한 후,
이를 바탕으로 독일어 교육에서의 논증적 글쓰기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학습자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글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으려면, 논증 텍스트의 구성 요소인 전제와 결론
을 정확히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논증 표지는 전제와 결론의 연관성을 명확
하게 해주는 언어적 실마리로서 텍스트의 논증적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고, 텍스
트 생산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논증
표지에 대한 전면적인 교육은 학습자가 텍스트의 구성을 인식하고 더욱 설득력 있는 논
증을 구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독일어에서 자
주 쓰이는 논증 표지의 유형과 종류를 분석하여 독일어 학습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논
증 표지를 추출하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논증 표지에 대한 실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다. 이 연구는 논증 교육에서 아직 연구가 많
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인 논증 표지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추후 더욱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 분석 및 학습자가 생산한 텍스트에 나타난 논
증 표지 분석을 통하여 독일어 교육에서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Graefen, G. (2016). Argumentieren in studentischen Texten: Umgang mit Konnektoren. In: Bührig, K./
Schlickau, S. (Hrsg.): Argumentieren und Diskutieren. Hildesheimer Schriften zur Interkulturellen
Kommunikation, Bd. 7, Frankfurt/Main: Lang.
Kruse, O. (2017). Kritisches Denken und Argumentieren. Konstanz: UVK.
Walter, K. (2008). Die Rolle sprachlicher Indikatoren für Argumentationsanalysen: Ein Ergebnisbericht
aus der Linguistischen

Rhetorik. In: Kreuzbauer, G./Gratzl, N./Hiebl, E. (Eds.): Rhetorische

Wissenschaft: Rede und Argumentation in Theorie und Praxis, LIT-Verlag, Wien, 14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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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국세라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교육과 강사이다. (srk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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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에 따른 텍스트 유형 분류를 적용한 학부 번역수업 운영사례
최경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학부과정에서의 번역수업은 전문번역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통번역대학원에서 이
루어지는 번역수업과는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학부번역수업의 경우에는 수강 학
생의 전공이 다르거나 수강 목적이 상이할 수 있고, 무엇보다 수강 학생들의 외국어 실
력의 편차가 크다. 그러나 학부번역수업의 목표는 외국어 실력의 향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번역의 이론과 방법의 소개 및 번역사라는 직업을 소개하는 것에 있기도 하다.
한편, 자동번역기의 발전으로 인해 외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할
때 자동번역기의 도움을 받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번역수
업을 진행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자동번역기의 도움으로 수행한 번역과
제를 제출하는 학습자의 수업에의 참여와 흥미를 이끌어내는 것이 교수자의 큰 과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매체에 따라 텍스트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에 속한 하나의 텍스트 종류를 선택하여 번역을 실습하는 수
업모델을 제안한다. 자동번역기를 이용하여 과제를 수행한 수강 학생도 실제 수업시간
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여 추가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수업참
여를 도모할 수 있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난미. (2011). 학부과정에서의 중국어통번역수업: 현황과 방법. 통역과 번역, 13(1), 1-16.
남원준. (2009). 학부 통번역교육에 관한 일고찰: 선행연구의 주요 논점에 관한 설문조사를 중심
으로. 통번역학연구, 13(1), 21-51.
정혜연. (2015). 학부생을 위한 외국어로의 번역교육 – 과정 중심의 협동학습 보고. 통번역학연
구, 19(2), 45-65.
최경인. (2016). 독한번역수업의 사례연구 – 텍스트유형별 번역방법을 중심으로. 한국텍스트언어
학회 가을철 학술대회 프로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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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최경인.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독과. (denisec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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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및 문화 교류가 가능한 수업모델:
번역 워크숍(Übersetzungswerkstatt)
김창건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보통 번역수업에서는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한 방향으로 번역을 실시한다. 즉, 모
국어인 A 언어를 제 1 외국어인 B 언어로 또는 제 2 외국어인 C 언어로 번역하거나 반대
로 B 언어를 A 언어 또는 C 언어를 A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발표에서는
독일 마인츠 대학교 통번역, 언어 및 문화학부의 안드레아스 켈레탓(Andreas F. Kelletat)
교수가 2007 년부터 진행해온 ‘다국어 번역’ 또는 ‘언어 포괄적 번역’ 수업모델인 ‘번역
워크숍(Übersetzungswerk-statt)’을 소개하고, 세계화, 융합 그리고 학제 연계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대학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참고문헌
Jakobson, Roman (2000).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Lawrence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New York: Routledge, 113-118.

저자소개
김창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과 강사이자 프리랜서 번역사로 활동하고 있다. (ghostkcg@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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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한국의 비즈니스문화 비교 및 수업에서의 활용 가능성
민춘기
(전남대학교)

초록
외국어학과의 미래를 위해 멀티 리터러시 함양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글로컬 시대에 상호문화 소통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구촌 커뮤니티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외국어교육에서 지역학 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발 및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외국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외국어는 당연히 중요한 수단이며,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상호문화 소통 능력도 필요하다. 문화가 다른 경우에는 문화 차이로 인한 오
해나 갈등 상황이 발생하여 적절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호문화 소통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의 문화를 서로 이해해야 적절하
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화는 흔히 3 차원(인공물, 가치, 기본
전제) 또는 3P(Product, Practice, Perspective) 등으로 하위 분류되기도 하고, 빙산이나 양파
메타퍼로 설명되기도 한다.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상호문화 소통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커뮤
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비즈니스문화, 기업문화 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
호문화 학습을 통해 자신의 문화와 상대의 문화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독일과 한국의 비즈니스문화와 기업문화를 비교하고 수업에 활용
하는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독일지역학 분야의 관련 교과목에 적용할 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비즈니스문화와 기업문화에 대해 정리하였으
며, 기업문화는 조직문화와 함께 살펴보았다. 비즈니스문화는 국가문화에 해당되는 것으
로 볼 수 있으며, 조직문화는 창의성과 혁신이라는 21 세기의 필수 스킬과도 관련된다.
기업문화는 국가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같은 국가의 기업 사이에서도 다른 문화를 추구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업문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양국 기업문화에 대
한 이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탐색이나 취업준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
단했기 때문이다.
기업문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에서 제시
하는 기업문화를 문헌과 인터넷 자료를 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어서 양국의 기업문화를 다루는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과제, 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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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모색해 보았다. 앞에서 정리한 양국의 비즈니스문화와 기업문화
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비평적으
로 평가하는 방식의 수업을 염두에 두었다. 예를 들어 희망 기업의 조직문화나 기업문
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개인 또는 집단으로 최근의 정보를 조사하여 분석한
후 비교해 보는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직문화는 한 조직이 스스로와 조직의 환경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며, 가시적인 현상이나 산물(Artefakten: 공동체 행동방식과 소통방식의 표층구조), 가치와
규범(Werte/Normen:

표층구조(행동방식과

소통방식)를

제어함),

근본적인

전제

(grundlegende Annahmen : 조직의 의미와 실재에 대한 가정) 등 3 개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기업문화는 한 기업의 기본가정(Basisannahmen)이며, 가치표준과 행동표준은 기업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독일 기업문화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엄격
한 준법정신, 협동정신, 국가 공동체 의식과 사회 질서, 전문 기술교육 등이 언급되기도
한다. 독일인들의 비즈니스 문화에서 특징적인 것은 시간을 엄수하고 업무와 시스템을
중시하는 것이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측면에서 보자면, 직접적인 소통을 선
호하고 업무는 격식을 따지는 편이고 토론의 속도는 느린 편이다. 리더십은 수직적 성
향이 있고 결정은 사실에 기반을 둔다. 독일 기업문화의 사례로는 포르쉐, BMW,
Bertelsman, oose Innovative Informatik eG, Schindlerhof, Jimdo, Findeling, Zappos 등 대기
업, 중견기업, 창업기업을 대표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 기업문화의 기반은 한국의 전통적 농경문화와 가족주의적 가치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기업문화의 특성은 고유한 전통문화를 토대로 하며, 중국 유교사상 및 일본
과 미국의 영향을 받고 서양의 실용주의 문화가 접목되어 다양한 기업문화로 표출되고
있다. 한국 기업문화를 여러 측면에서 조명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기업은 문제 해결양식
의 능동성에 있어서 자국 중심 지향형 문화이다. 한국의 기업문화는 신용이 결여되어
있는 편인데, 가부장적 전통이 가족 세습 형식으로 기업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이로 인해 자율성과 자각성이 부족하여 구성원의 능동성의 발휘를 제한한다. 한국
인의 비즈니스문화에서 특징적인 것은 관계 형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며, 경영 스타일
은 하향식이고 업무처리 속도는 빠른 편이다.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간접적인 편이고
리더십 스타일은 수직 쪽에 가깝다.
관련 수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독일과 한국의 비즈니스문화와 기업문
화에 관한 내용을 활용하여 토론, 과제, 팀 프로젝트 형식의 학습자 참여형 수업을 설계
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업 설계의 예시를 든다면, 사례 제시(특정 문화권에서의
첫 만남에 관한 이야기), 어휘 연습(사례의 주요 단어와 가장 유사한 의미 찾기), 사례
검토(질문에 답하고 동료와 공유), 추론 연습(질문에 답하고 집단에서 공유), 문제 해결
(정보 간극 메꾸기), 토의 및 토론(소집단 활동), 성찰일지(첫 만남이 더 성공적이기 위한
고민), 지식 적용(다른 사례를 읽은 후 어느 행동이 좋은지 선택 후 자신의 답변에 대해
- 166 -

2018 KAFLE Annual Conference

전체 토론) 등이다. 또는 독일과 한국의 비즈니스문화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비교
하고 개인들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밖에 수업에서 토론이나 과제의 주제로 다양
한 기업규모의 기업 성공에 끼치는 중심적인 기업문화적 영향 요인 폭넓은 분석, 기업
문화와 기업성공에 특정 정책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개별 분야들의 사
례 조사, 직원 참여를 촉진하고 보장하는 정책을 사용하여 기업이 성공한 사례 조사, 기
업의 현황과 발전, 기업문화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성공에 대한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한 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팀 프로젝트에서
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의 기업문화를 각자 조사하고 팀원들이 협력하여 평가하
는 활동을 해볼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독일지역학 분야에서 개설할 수 있는 전
공 교과목을 디자인하기 위해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방법, 평가방식 등을 포함하는
강의계획서 및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강의안을 만드는 것이 차후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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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기본표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미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교육과정(Curriculum)이란 “학교에서 전개되고 실현된 교육 실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정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국가 수준에서 규정하는 의도되
고 문서화된 계획”(문교부 1989: 5)이다. 따라서 외국어교육 뿐 만이 아니라, 교육 일반
에 있어서 교육과정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나위가 없다. 신형욱은 이러한 교육과정이
현장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본 지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명확
성, 구체성, 균일화/표준화가 관건이라고 주장한다: “교육과정이 현장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본 지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명확해야
하며, 내용 또한 가급적이면 구체적이어야 한다. 즉 교육 내용과 수준의 균일화/표준화
라는 교육과정의 본래적 목적은 명확성과 구체성의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신형욱 2005: 381). 이러한 신형욱의 주장에다가 ‘체계성’이나 ‘효율성’
이라는 범주를 하나 더 첨가시킨다면 그러한 교육과정의 결실 있음은 말할 나위 없겠다.
본고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 호’에 제시된 고등학교 독일어 I, II 교육과정
의 ‘별표 1’에 등장하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
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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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와 함께하는 독일어 수업
박경아
(주한독일문화원)

초록
사람들은 새로운 단어를 8-10 회 접할 때 문장 혹은 텍스트 안에서 해당 단어를 인식
할 수 있고, 단어와 의미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약 20 회, 그 단어를 스스로 구사하기까지
는 50 회까지 접해야 한다는 연구가 있다. 단 시간 안에 반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학습에
서는 노래를 통한 수업이 효과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독일어 수업에 적용할 수 있
는 노래는 학습자의 언어수준에 따라 다르다. 초,중급반에서는 주로 어휘습득을 위한 노
래나 문법과 관련된 노래를 통해 필요한 내용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습자의 언어수준 뿐만 아니라, 연령도 수업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한다. 저자는 만 6 세- 9 세 대상의 어린이를 위한 독일어수업과 성인대상의 초,중급수업
에서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노래가 학습에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노래와
함께한 수업에 대한 흥미여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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词汇知识的叙事表达与二语词汇教学
李红印(Li Hongyin)
(北京大学)

I. 论文摘要
汉语词汇习得、汉语词汇特点及其教学方法技巧等方面的研究，近年来取得了较大发
展，其中词汇习得研究发展最快，成果也最多；相较而言，汉语词汇教学研究突破性的成果
仍不多见。汉语第二语言教学之本是“教学”，其中一个核心问题是，本领域积累和生产的各
方面知识是如何表达的？又是如何传授的？我们所熟悉的语言要素教学知识、教学法知识、
教材和学习词典中的词条信息知识等，应该怎样表达才更适合汉语第二语言教学呢？我们认
为汉语二语教学知识需要叙事性表达，叙事表达有学科现实需求基础，因此本文拟从“教”
（教学）的角度，探讨汉语词汇教学知识的叙事化表达问题。文章借鉴教育学、英语第二语
言教学、汉语第二语言教学学科属性以及教育语言学等学科领域中的思想理念，首先从理论
层面论述了汉语第二语言教学学科的经验性、叙事性特点，然后以词汇教学内容、教材与学
习词典中的词语知识、释义内容及语法语用信息等为材料，探讨汉语二语词汇教学知识的叙
事化表达方式、内容及对词汇教学、汉语教师培养的价值。本文采用的是理论阐释和材料分
析相结合的研究范式，运用叙述描写、分析归纳的方法展开研究，研究时吸收和借鉴了教育
学、教育语言学、英语第二语言教学等领域的理论和思想。

参考文献
程裕祯（2005）. 《新中国对外汉语教学发展史》. 北京大学出版社.
董奇译丛主编（2012-）.

《第二语言学习与教学译丛》（十二本）.北京师范大学“认知神经科学与学

习”国家重点实验室脑与第二语言学习研究中心译. 北京师范大学出版社逐年出版.

邱政政、史中琦编著（2009）. 《中文可以这样教——海外汉语辅导通用手册》. 群言出版社.
李红印（2015）. 汉语单字在汉语教学中的价值.《国际汉语教学研究》第3期.

个人简历
李红印，男，北京大学对外汉语教育学院教授，博士生导师。1982 年入北京大学中文系汉语专业，
1986 年获文学学士学位；1988 年起在北京大学从事对外汉语教学至今。1996-2001 年，在职攻读北大
中文系现代汉语专业博士学位，2001
年获北京大学文学博士学位。主要研究领域为汉语词汇学、语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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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词典学和对外汉语教学。专著有《现代汉语颜色词语义分析》（2007）、参与编纂词典为《汉语
教与学词典》（2011，施光亨、王绍新主编)。(lhy2002@pku.edu.cn)

Presentation Language: 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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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중국어 학습을 위한 상호작용식 교수법에 관한 연구:
단어학습을 중심으로
김명순
(세명대학교)

I. 서론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한국의 전통적 교수학습법은 단어암기, 문법, 독해가 위주로 진
행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의 외국어 학습은 듣기나 표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
리고 장기간 학습에도 불구하고 실제 응용에서 좌절을 겪는 경우가 일수다. 아무리 입
문 단계라 할지라도 실제응용이라는 결과적 관점에 입각하여 교수법을 개발하는 데 착
안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단어암기, 문법, 독해는 과연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건 아
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며 어디까지나 언어학습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임은 부인
할 수 없다. 김현주(2016)는 전통적 강의식 교수법은 교육환경의 변화와 학습자들의 특
성에 적합하지 않으며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핵심역량의 양성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므
로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는 이러한 강의
식 교수법을 넘어,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수업, 의사소통과 협력이 전재되는 새로운 교
수법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외국
어 수업은 언어 습득이라는 그 원론적 시각에서 볼 때 새로운 변화나 창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전통적 학습에서는 주로 주어진 의사소통 상황을 설정하
고 사용될 만한 기초적인 표현을 모방하고 반복하여 외우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측하지 않은 특정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한정된 어휘와 문법을 활용하여 무한한
표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언어의 창의성이다. 이처럼 역설적으로 말하면 외국어 교육은
창의성을 가장 필요로 하는 영역의 하나이다(이송, 2015). 본 연구는 대학교 초급 중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단어학습에서 시작하여 듣기와 말하기, 응용단계를 포함하는 상호
작용식 교수법을 제안하되 여기서는 특별히 단어학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II. 단어학습의 구체적 방법
학습 대상자는 중국어 입문 단계의 학습자에 해당하며 적용 범위는 한국 대학교 생활
중국어 회화 과목의 교양 수업이 적당하다. 일반적으로 교양수업은 다양한 학과 학생들
로 구성된 학습의 장으로서 학생들이 적극적인 발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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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아래의 교수학습법은 학습자들의 참여도를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무엇
보다도 응용능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교재의 단어
학습란에 수록되어 있는 단어 학습을 목표로 한다. 일반적으로 교재에서 단어부분은 중
국어, 병음표기, 한국어 뜻의 순서로 열거되어 있다. 이런 형식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단
어학습의 진행과정을 제시하였다.
1. 제 1 단계: 읽기와 뜻 이해
교수자가 먼저 단어의 한국어 뜻을 읽어주면 학습자들은 병음을 통해 해당 중국어를
정확한 발음으로 읽도록 한다. 학습자들에게 다시 교수자가 읽는 중국어 발음을 듣고
방금 읽은 자신의 발음과 비교 정정하면서 따라 읽도록 요구한다. 외국어 학습에 있어
서 수동적인 따라읽기는 정확한 발음을 습득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비교분석 및 자체교정의 과정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따라 읽으면 정확한 발음을 인식하
고 습득할 수 있는 안목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주로 정확한 발
음을 익히는데 초점을 둔다.
이어서 교수자는 해당 단어를 구성하는 한자의 의미를 한 글자씩 설명한다. 이 부분은
추가단어로 간주됨으로 가급적 단독적 의미를 지닌 이해하기 쉬운 한자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예를 들면 ‘牛奶(우유)’라는 단어에 대해 학습자들에게 ‘牛’의 독음을 물어본다.
일부 학생들이 ‘우’라고 말한다. 다시 ‘우’의 뜻을 물어보면 ‘소’라고 한다. 이때 교수자
는 ‘소’를 중국어로 ‘牛’라고 정리해줌으로 학습자들의 도출을 확인해준다. 마찬가지로
‘奶’에 대해서도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奶’는 ‘젖’이라는 뜻이며
사람이나 동물에게 모두 사용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인다. 그리고 이 단어를 중첩하여
쓰면 ‘奶奶’로 ‘할머니’라는 단어가 된다는 설명까지 해준다. 단어 마다 일일이 설명하려
면 내용이 방대해지고 시간적 소요도 많으므로 보다 흥미롭고 중요한 부분을 교수자가
선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한자 설명을 병용한 단어 전체의 1 회 차 읽기 부분을 마친다.
2. 제 2 단계: 흥미유발형 참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듯 자신감과 흥미는 외국어학습에 있어서도 가장 소중한 자
산이다. 흥미와 자신감은 상호적인 것으로 새로운 것을 알아가며 인정을 받을 때 생기
며 이는 집중력 향상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흥미와 집중력의 선순환
을 통해 수업에 몰입하고 참여하게 된다. 흥미와 집중력은 최고의 학습기법이자 학습목
표 달성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며 양호한 수업 분
위기의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수업분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수학습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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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한 기반이자 교두보이기도 하다.
이 단계에서 교수자는 다음과 같이 학생들에게 진행방식과 취지를 설명한다.
T :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라는 말에 학습자 전체가 다소 긴장하며 특이 집중력이 떨어졌던 학생
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인다.)
T : 여러분들이 정말 수업에 집중했다면 뭔가 머릿속에 남아 있지 않을까요? 머릿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한 개씩 말해볼까요?
(학습자들의 집중력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교수자는 의도한 대답
을 학생들에게 유도한다.)
T :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할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다 같이 해볼까요?
(이때 집중하지 않고 있던 학생이나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이 큰 소리로 먼저
대답함으로써 예상대로 같이 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동시에 학습자 전체
의 집중력이 고조된다.)
T : 생각나는 단어가 뭔지 누가 먼저 애기해주겠어요?
S : 手机
T : 이 단어의 한국어 뜻이 뭐지요?
S : 핸드폰입니다.
T : 네~ 그렇군요. ‘手机’가 ‘핸드폰’이네요. 자 그럼 다 같이 핸드폰을 중국어로
다시 한 번 말해볼까요?
(교수자가 ‘手机’라는 표현을 한번 반복해줌으로써 발음정정과 듣기훈련이 될
수 있다.)
S(함께): 手机(이구동성으로 크게 대답한다. 책을 보지 않는 탈문자 학습은 학습자
들의 듣기와 발화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
잇따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학생이 손을 들고 발표 하려고 한다. 그 중에서 조금이라
도 빨리 손든 학생에게 발표권을 줌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되도록 수업 분
위기를 만들어 간다. 교수자는 영양가 있는 칭찬을 통해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
하며 보다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T : 우리 반 학생들의 발표 열정은 참 대단하네요. 1 초가 아니라 0.1 초 단위로
선착순을 정해야 되겠네요.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수업 분위기의 기반을 잡아간다)
두 번째 발표자에게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생각나는 단어를 물어보고 앞전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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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먼저 중국어로 말하고 이어서 한국어 뜻도 설명하게 한다. 발표학생의
중국어 발음이 정확할 경우 교수자는 한국어로 다시 한 번 말하여 전체 학생들이 함께
바로 중국어로 옮기도록 한다. 발표한 학생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는 교수자가
정확한 발음으로 한 번 반복해주고 함께 중국어를 말하도록 한다.
이처럼 손드는 순서에 따라 세 번째 단어, 네 번째 단어로 연속하여 진행한다. 가급적 발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한 번도 발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아이컨텍을 통해 참여를 독려한
다. 하지만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을 기다릴 경우 발표의 흐름이 끊길 수도 있으므
로 상황에 따라 이미 발표했던 학생들에게도 발표 기회를 다시 제공하기도 한다. 처음 손든
학생과 이미 발표한 학생이 동시에 손을 들었을 경우에는 처음 발표하는 학생에게 우선권을
준다. 교수자는 발표 참여자들의 열의가 식지 않도록 우선 발표권에 대해 이해시켜주는 동시
에 학습자들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한다. 교양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이 발표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함으로 분위기와 흐름의 컨트롤이 중요하다.
3. 제 3 단계: 심화학습 도전
학생들이 처음에는 앞 다투어 손을 들어 참여하다가 다루지 않은 단어의 량이 줄어들
면서 손드는 학생들의 수도 적어진다. 이 과정이 진행될수록 전체 단어 중에서 어려운
단어들이 남겨지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남아있는 단어를 다 생각해낼 수 있도록 교수
자는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독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T : 우리가 다루었던 단어가 다 나왔나요?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지네요. 어렵기
는 하지만 우리반 학생들은 누군가 또 찾아낼 것 같아요.
(학생들은 더욱 곰곰이 전체 단어를 되새기면서 남아있는 단어를 찾아내기 위
한 노력을 한다. 일부 학생들은 책에 손이 가지만 규정을 지키기 위해 펼쳐보
는 것을 참는다. 이때 한 학생이 다루지 않은 단어를 찾아내면서 기쁜 마음에
손을 번쩍 든다. 역시 기억하기 쉽지 않은 단어임으로 공감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도 있고 칭찬의 의미로 박수를 치는 학생도 있다.)
학습 분위기는 함께 게임을 하는 듯이 흥미롭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연출되어 진다. 교
수자도 이때를 맞추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계속 단어를 찾아 낼 수 있도
록 독려한다.
T :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단어가 더는 없는데 아마 거
의 다 말한 거 같기도 한데 혹시 더 남아있는지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이 바로 전체 단어를 한 번씩 스캔하는 능동적 반복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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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때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단어를 해석할 때 파생된 보충 단어를 말한다. 교수자
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며 학생들과 함께 나머지 보충단어까지도 짚어본다.
더 이상 손드는 학생이 없을 때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교재를 펼쳐서 글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단어가 있는지 찾아보게 한다.
4. 제 4 단계: 확인 및 자기점검
T: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단어를 다 다루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지금 교재
를 펼쳐 한번 살펴봅시다. (책보고 싶은 욕구가 탄력이 되어 신속한 단어 점검
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적으로 ‘단어 다지기’ 효과가 발생한다.)
‘우리’라는 표현은 학생 전체, 그리고 학생들과 같이 고민한 교수자를 시사하는 것으로 학
생과 교수자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간의 경계를 자연적으로 없애주는 효과로 작용한
다. 이 때 책을 보고 싶었던 학생들이 많이 참은 만큼 교수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학생들은
재빨리 책을 펼치고 다루지 않은 단어가 있는지 찾아본다. 이때 한 학생이 누락된 단어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말한다. 보통 이런 단어에는 부사가 많으며 또한 시각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포함된다. 찾아낸 단어를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한 번 말해본다. 학생들에
게 요구하는 사항중의 하나가 늘 ‘큰 소리’로 말할 것을 당부한다. ‘큰 소리’는 기억력에 도움
을 줄 뿐만 아니라 수업 분위기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이 단계를 경과하면서 교수자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좀 더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한다.
T: 여러분들의 집중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집중
과 관심은 무의식 가운데서도 우리의 머릿속에 많은 것을 저장해 두었네요. 일
반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시간을 내어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요. 도서관에 가서 쓰면서 외우거나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서 외우지요. 하
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심과 집중력을 가질 때 특별히 의도하지 않아도 이
많은 단어들을 짧은 시간에 다 기억하네요.
학생들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데 대해 자부심을 가지며 집중력이 더 높아진다. 수업의
집중력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향상된다. 집중력 훈련은 제한 시간이 적
게 주어질수록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진행 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시키면서 적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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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본 연구는 한국 대학교의 중국어 초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학습법을 제시하였다. 이 학습법은 단어학습부터 시작하여 문
장만들기와 응용연습도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단어학습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교재를 사용하는데서 탈피하여 주로 상상적인 언어환경을 조성하여
상호작용식으로 학습하여 학습자들의 집중력을 증진시키고 흥미를 유발시켜 실력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교실 학습 내용의 구성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며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교과과정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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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중국어 작문 텍스트 속 응결장치 오류분석
윤유정
(성결대학교)

초록
본고는 고급 중국어 수준을 가진 한국인의 중국어 작문 답안지를 대상으로, 텍스트의
의미관계인 응집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응결장치를 얼마나 잘 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한다. 좋은 텍스트는 작자가 자신의 표현의도를 논리적이고 명확하
게 드러내기 위해 각종 응결장치를 적절히 잘 운용해야 한다. 응결장치에 대한 분류는
학자마다 서로 다른데, 본고는 Halliday & Hasan(1976)의 분류에 근거하여 응결장치를 지
시, 대체, 생략, 접속, 어휘응결의 5 가지로 분류한다. 어휘응결장치는 다시 동형반복, 부
분동형반복, 유의어(동의어), 총칭어(상위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응결장치
의 운용을 통해 텍스트의 응집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고는 한국인의 중국어 작문 텍스
트에 나타난 응결장치 운용 상황 및 오류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어 작문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결장치 운용 및 교육방안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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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吃饭”言语表达的结构以及语用分析探究
崔华
(延世大学)

I. 摘要
自古以来，“民以食为天”。“吃饭”即是一个人维持生活的一种方式，又是维持社会关系的
一种方式。多年来，人们对“吃饭”的隐喻映现规律，以及“吃 X 饭”结构有过深入的研究。本
人认为“吃饭”言语表达的几个结构在一定的语境下，可以由语义和结构所归纳出来。从发话
者的主观态度中，我们可以发现语感、习惯、说话时的感情态度会影响说话方式的结构和语
义。感情态度又可以细分为积极、中性、消极、恳请、传达以及指令等等。并且这种感情态
度受到发话者和受话者的身份角色以及熟悉程度的影响。
本文将简要综述前人的研究，并在此基础上拟对汉语“吃饭”言语表达的几个结构“吃饭，
X 吃饭，吃 X 饭，吃饭 X”进行语用分析，进而提出其归纳式教学策略，以期能为对外汉语教
学提供参考。适当地运用汉语语法结构符合当今人们在语言交流上追求趣味和热衷创新的心
态，并且还能反映交流双方的社会关系以及地位的亲密度。

参考文献

顾曰国（1992）「礼貌、语用与文化」外语教学与研究（1992-4）10-17+80

毕继万（1996）「“礼貌”的文化特性研究」世界汉语教学（1996-01）：52-60
董为光（1995）「汉语“吃~”类说法文化探源」语言研究（1995-2）170-176
何自然，冉永平（2009）『新编语用学概论』北京大学出版社

胡习之（1995，1）「试论现代汉语名词重叠」阜阳师范学院学报(社会科学版)
姜慧奇（2012）「对外汉语教学中敬语的教学」 黑龙江大学 硕士论文

刘颂玉（2017）「留学生汉语“请求”言语表达语用教学分析探究」辽宁大学硕士论文
赵元任 著，吕叔湘 译（2001）『汉语口语语法』, 商务印书馆（北京）
朱德熙（2001）『现代汉语语法研究』商务印书馆 （北京）
(2002）『语法讲义』商务印书馆（北京）
著，袁毓林（2010）『语法分析讲稿』 商务印书馆（北京）
朱巧云（2013）「“吃饭”的隐喻映现规律探析」延边教育学院学报（2013-8-27-4）『现代汉语词典』
（第6版）（2012）商务印书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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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华- 延世大学 中语中文学科博士在读生（cuihua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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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교육의 단계에 따른 교수요목에 대한 몇 가지 제언:
현대중국어 서간문 분석을 중심으로
신세리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언어학습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표로 한다. 특히 쓰기 교육은 무엇보다도 현재 학습
자에게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 언어학계에서 쓰
기교육의 핵심은 작문능력이 작문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요인에서 구성되므로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을 그 본질로 삼고 있다.1)
이는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과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이 관련된
과정으로 쓰기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원리를 이해하며 올바를 태도를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어 학습에서 쓰기교육은 쓰기 전 지도, 쓰기연습, 쓰기평가의 단계를 교실교육의
3 단계로 보고 있으며 각 단계의 학습은 매우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서간문
은 그 자체만으로 의사소통중심의 사고가 다른 문체에 비해 한층 더 요구되는 특징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다.

2)

본 논문은 성인을 대상으로 특수목적의 중국어 쓰기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각 교수 단계에 따른 기능범주와 의미범주의 교수요목선정을 목적으로 한다. 특
히 본 글은 형식적 글쓰기 가운데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다고 여겨지는 ‘현대서간문(전
자메일 포함)’을 대상으로 설정한 범주를 중심으로 서간문의 세분화된 내용에 따라 교수
요목을 선정해 본다.
본 글은 분석대상을 첫번째, 외국인대상의 쓰기교재와 두번째, 중국국내에서 대학교재
로 사용되고 있는 응용문교재를 중심으로 삼아 분석한다. 오랜 역사를 지닌 중국에서
서간문은 고대부터 사용되어 온 형식의 글이며, 약간의 변화와 간략화가 되었다고는 하
나 이 전통은 여전히 이어져오고 있어, 외국인에게 있어서 중국어의 서간문이라는 형식
의 글이 다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서간문쓰기는 다소 난이도가 있는 쓰기 대상이라
고 할 수 있다. 또 중국의 대학교육에서 ‘대학국어’ 또는 ‘고대한어’가 중시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중국어의 입말와 글말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는 서간문이 지니는 고전적 형
1) 박영목, 『작문교육론』, 서울: 역락, 2008, p.11.
2) 周小賓, 『對外漢語敎學入門(제2판)』, 廣洲:中山大學出版社, 2004(2009), pp.433-447.
- 187 -

2018 KAFLE Annual Conference

식 및 내용 요소가 시간적 요소와 공간적 요소 모두 일정한 제약을 지닌다는 점에서 반
드시 구체적이고 정확한 학습이 이루어져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외국인대상의 쓰기교재는 北京語言大學出版社 趙洪琴, 呂文珍의
『外貿寫作』의 총 24 개의 범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3)현대서간문을 중심으로 정리
한 洪葉文化出版社, 孫永忠, 『實用書牘』의 총 25 개의 서간문 범례4)를 중심으로 분석
해 보기로 한다.

참고문헌
박영목 (2008). 작문교육론, 서울: 역락.
周小賓 (2004(2009)). 對外漢語敎學入門(제2판), 廣洲:中山大學出版社, pp.433-447.
趙洪琴 呂文珍, (1994(2015, 제2판)). 外貿寫作, 北京:北京語言大學出版社.
孫永忠 (1999(2000 제2판)). 實用書牘, 臺北:洪葉文化出版社.

저자소개
신세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BK21plus 사업단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seri30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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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趙洪琴, 呂文珍, 『外貿寫作』, 北京:北京語言大學出版社, 1994(2015, 제2판).
4) 孫永忠, 『實用書牘』, 臺北:洪葉文化出版社, 1999(2000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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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국어 감정표현관련 어휘 교육 연구
손정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록
지금까지 중국어교육에서는 의사소통기능 중에서도 사교활동이나 객관적 상황묘사 등
은 중시되어온 반면 주관적 감정의 표현 등은 비교적 중시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감정
이란 인간의 정신 활동의 일종이므로 인류의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지
만 감정의 표현 방식은 서로 다른 역사, 사회, 문화적 특성 등을 기반으로 생성되므로
언어마다 차별성을 갖게 된다.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제대
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목표어의 감정표현 방식에 대해 정확하게 학습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는 중국어교육의 측면에서 현대중국어 감정표현 관련 어휘들의 특징을 살펴보
고 감정표현 기능 항목의 분류와 내용,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참고문헌
임지룡 (1999). 감정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언어화 양상, 담화와인지, 6(2).
임지룡 (2003). 감정표현의 관용성과 그 생리적 반응의 상관성 연구. 기호학연구 14.
莊瑩珊 (2012). 韓․ 中國語 感情表現 慣用語 比較研究,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국남 (2012). 한국어와 중국어의 감정 표현 의태어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왕립향 (2013). 한국어와 중국어의 '화' 관련 감정표현의 환유적 양상 대조 연구: 신체 부위별 표
현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이원 (2013). 한·중 감정 관련 색채표현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유호홍 (2015). 한·중 감정 형용사 유의어의 대조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宋雅麗 (2015). 韓·中 身體語의 感情表現 慣用語 比較 硏究,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劉 明 (2016). 中國人 學習者를 위한 韓國語 感情 表現 敎育方案 硏究- 小說『生死의 마당』韓譯
本 및 原本을 活用하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최은재 (2018). 중국어 교재분석을 통한 감정표현기능 어법 항목 선정에 대한 고찰, 중국어문학
논집, 110.
Lakoff, R.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Langacker, R. (1991). Foundations fo Cognitive Grammar.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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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外汉语教学中的语言文化教育模型设计研究
黄雪云
(培材大学)

摘要
在国际化、全球化的浪潮中，不同的国家、民族、地区间的文化交流日益密切，跨文化
交际能力的提高已受到了各领域的高度重视。在这样的全球化、文化多元化的背景下，对外
汉语教育领域也面临着众多的问题与挑战。对外汉语教学中，如果继续把焦点只放在培养外
国学生的汉语语言能力上，显然已经不能满足汉语学习者的需求，也不利于多元文化环境中
跨文化交际人才的培养。随着国际交流形式不断地演变，全球化的发展与共存局势对有关对
外汉语教育工作者和研究者提出了更高的要求，对外汉语教学的内容的深度和广度，以及教
学方法应得到完善与创新。
一般在讨论对外汉语教学时，首先要从“ 以学习者为中心、实际活用为中心” 等原则
出
发，这是每一位对外汉语教育者皆知并在设计汉语教学时的出发点。但是在实际教学过程中
往往事与愿违，不知不觉地上成了“ 以教师为中心，死记硬背、枯燥反复” 的汉语课，这样
的
教学事例屡见不鲜。怎样才能真正地走出汉语教学的误区，是每一位汉语教师在设计每一堂
教学时应反思的问题。首先要剖析对外汉语教学的实质，它的教育宗旨并不是只提高学习者
的汉语能力，而是让学习者在掌握汉语的基本要素和一定的语句使用规则后，在与中国人以
及其他汉语使用者交流时，应具备的语言组织能力和相应的跨文化交际能力。避免“ 课堂上
汉
语顶呱呱，遇到事就白瞎” 这类现象的发生，为此要打破对外汉语教学的传统授课模式，在
兼 顾学习者的汉语语言能力的同时，还要培养他们的跨文化交际意识和交际策略。
对外汉语教育领域中，文化教育的重要性以及中国文化的传播已成为一个非常重要的模
块，但是现阶段的汉语文化教育局限在了文化知识的讲解或单纯的文化体验等教学活动上，
没能最大地发挥文化教育其本身的资源价值。为汉语学习者深入了解中国文化搭建平台，帮
助他们开拓国际视野，提高他们的异文化接受能力，减少文化休克的发生等一系列的难题迫
于求解。本研究者以提高汉语学习者的跨文化交际能力为最终教育目的，批判分析以往对外
汉语教学中的文化传播方式，借鉴国外的文化教育理论以及教育方法，结合国内的汉语教育
实际情况设计了“ 文化体验自我报告模型、故事编导讲述模型、民族志学文化探究模型、文
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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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互交流模型” 四种模型。在今后的汉语文化教学中，本研究者设计的模型以及相应的教学
方 法有待于完善，是否有效地提高汉语学习者的跨文化交际能力将得到证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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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ngxueyun@p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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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중국어교육 II/프랑스어교육
(11동 109호)
시간
13:30 – 14:00
14:00 – 14:30

중국어교육 II 사회자: 이금희 (인덕대)

토론자

“根據”詞性新解 “근거”사성신해
김종찬(안동대)
“ㄹ” 和 “l” 的比较研究与教学展望 ‘ㄹ’ 와 ‘ㅣ’의 비교연구 및 교육 전망
Shanhu Zhu(연세대)

14:30 – 15:00

형용사 술어구와 ‘把/使/被’字구

15:00 – 15:30

중국문화 수업을 위한 콘텐츠 활용 교육 방안

(방송통신대)
진화진(연세대)
이지윤(한국외대)
휴식

15:30 – 16:00
시간
16:00 – 16:30

16:30 – 17:00

17:00– 17:30

손정애

프랑스어교육 사회자: 박동열 (서울대)

토론자

FLE 교재 분석 기준 방안 연구: 기호학적 분석 방식을 중심으로
조성회(서울대)
프랑스 기초 문법수업에 나타난 학습자 오류
김미연(압구정고)
FLE 문화 교육에서 교사의 발화

윤미경
(서울사대
부고)
서영지

정우향(한국교원대)

Michael Byram의 ‘문화적 전환’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능력에서 상호문화의사
17:30 – 18:00 소통능력으로
서영지(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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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據”的詞性硏究
김종찬
(안동대학교)

초록
《現代漢語詞典》(以下簡稱《現漢》)認爲“ 根據” 是名·動·介的兼類詞。自從《現漢》
提
出這一觀點以來，大多數詞典都沿襲這一觀點，“ 根據” 是介詞、動詞的兼類詞成爲當今語
法
學界通行的觀點。然而《中朝詞典》(以下簡稱《中朝》)僅將“ 根據” 界定爲動詞。關於“ 根
據”
名詞、動詞說沒有異見，我們要探討的是“ 根據” 介詞說。“ 根據” 既然具有動詞的詞性，
那麼 我們是否還該將“ 根據” 界定爲介詞呢？
如果只從語法功能的角度去劃分詞性，必然會產生很多的兼類詞，最終導致詞無定類的
結果。因此，一般學者主張在判定一個詞的詞性時，除了考慮其句法功能之外，還要考慮它
的詞彙意義。有鑑於此，我們有必要探討“ 根據” 的句法功能和詞義之間的關係，從而確定
它 的詞性。
根據我們的研究，“ 根據” 不管是出現在狀語位上表示背景信息還是出現在謂語位中表
示
背景信息時，意思都沒有虛化，都是“ 以…爲根據” 。在這種情況下，我們不能只依靠句法
功 能將“ 根據” 分別歸於介詞和動詞。
基於這種認識，我們認爲“ 根據” 不管出現於狀語位還是出現於謂語位都應該將它歸於
及
物動詞。

參考文獻
陳昌來(2002)，《介詞與介引功能》，合肥: 安徽教育出版社.
《當代漢語詞典》編委會(2009)，《當代漢語詞典》，北京: 中華書局
房玉清(1995)，《實用漢語語法》，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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彭小川、李守紀、王紅(2004)，《對外漢語教學語法釋疑201例》，北京: 商務印書館.
施光亨、王紹新 主編(2011)，《漢語教與學詞典》，北京: 商務印書館.
石毓智(2015)，《漢語語法》，北京: 商務印書館.
宿春禮 編著(2006)，《思路決定出路》，北京:中國和平出版社.
王得春(1997)，《語言學概論》， 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王菊泉、鄭立信 編(2004)，《英語語言文化對比研究》，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王渝光、王興中主編(2005)，《語言學概論》，昆明:雲南大學出版社.
謝耀基(1990)，《現代漢語歐化語法概論》， 香港: 光明圖書公司.
邢福義(1987)，《語法問題探討集》，宜昌: 湖北教育出版社.
邢福義、吳振國 主編(2002)，《語言學概論》，武漢: 華中師範大學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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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生現代漢語詞典》編委會(2013)， 《學生現代漢語詞典》，重慶: 重慶出版社.
易中天(2006)，《讀城記》，上海: 上海文藝出版社.
于根元 主編(2017)，《應用語言學概論》，北京: 商務印書館.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2016),《現代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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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者簡介:
金鍾讚, 畢業於臺灣師範大學, 從事漢語語言文字工作。(jckimj@and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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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와 ‘ㅣ’의 비교연구 몇 ‘l’의 교육 전망
ZHU SHANHU
(연세대학교)

초록
중국어 발음중에서 한국어발음과 같은 발음이 많다. 한국에서 중국어 교육을 할 때 가
장 중요한 문제는 ‘zh ch sh r’ 이다. 저는 여수고등학교에서 3 년동안 중국어를 가르쳤
다. 처음부터 ‘ㄹ’ 과 ‘ㅣ’의 발음은 똑같다고 말했다. 근데 한국 중국어선생님은 ‘중국어
배울 때 ‘ㅣ’의 발음을 어려워했다. 중국어중에서 ‘ㅣ’의 발음은 한국어의 ‘ㄹ’ 다르다. ’
그때부터 나는 한국어’ㄹ’ 와 중국어’ㅣ’의 비교연구를 해 보고싶었다. 이 문장는 3 부분
있다. 첫 번째는 지금 한국에서 ‘ㅣ’의 교육 현상 몇 한국사람들이 ‘ㅣ’ 배울 때 가장 어
려운 문제. 두 번째는 ‘ㄹ’와 ‘ㅣ’ 의 발음 위치와 발음 방법 비교연구. 세 번째는 ‘ㅣ’의
교욕 방법의 전망.

참고문헌
沈祥源，杨子仪. (1992). 实用汉语音韵学. 山西：山西教育出版社.
金晓达，刘广徽. (2017). 汉语普通话语音图解课本. 北京：北京语言大学出版社.
黄伯荣，廖序东. (2018). 现代汉语. 北京：高等教育出版社.

허용，김선정. (2011). 회국어로서의 한구어 발음 교육론. 서울:도서출판 박이정.
김경민. (2002). 中国语教育现状分析을 통한 효과적인指导方案研究. 서울: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눈문

저자소개
ZHU SHANHU(주산호)는 연세대학교 2018 년 3 월 입학 중어중문학과 어학전공 박사과정 재학생
입니다. 중국어 교육 경력은 4 년이 되었습니다. 2014, 2016, 2017 년은 여수고등학교에 있었고
2015 년은 태국 반한 5 교에 있었습니다. 2018 년 7 월부터 연세대학교 공자학원에서 가르치고 있
습니다. 학생 나이는 10 살 부터 40 대 까지, 학생 수는 700 명 이상 이었습니다. 연구 방향은 한
국이외 대해 중국어 교육법 입니다. (zhushanhu6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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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 술어구와 ‘把/使/被’字구
진화진
(연세대학교)

초록
중국어에서 특수문형으로 분류되는 把/被/使자문은 대부분 동사가 중심 서술어로 출현
하다. 그러나 일부 把자문, 使자문, 被자문은 중국어 형용사가 중심서술어로 사용될 수
있으며, 동사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 把자문은 처치식(处置式)이 전형적이다. 형용사가
사용된 把자문은 우선 비전형 사동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의미적으로는 사동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把자문의 동사가 복잡한 형식을 가져야 하는 것과
달리 형용사의 경우 단독 형식(Bare-VP)로 출현할 수 도 있다.
使자문은 전형적인 사역(致使)문으로 ‘A+使+B+C’로 구성되며, 일부 사동의미를 가진다
고 판단되는 형용사는 使자문의 중심 서술어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형용사 예
를 들어, ‘满意’등은 개사 ‘對’와의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사동의 의미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使’자문의 형식을 통해 출현하다. 이것은 형용사가 使와의 공기를 통해 사역
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게다가 형용사로 구성되는 ‘使’자문은 대부분
이 원인사건이 앞절에 출현하며, 동작을 받는 대상을 형용사가 나타내는 상태로 도달하
게 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상태변화 또는 결과 상태로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진다.
被자문은 일반적으로 ‘NP1+被+NP2+VP’로 구성되며, 이 때 VP 인 서술어동사는 타동
사로 충당된다. 그러나 일부 비타동사(자동사, 非及物動詞)는 중심 서술어가 될 수 있다.
형용사는 비타동사(非及物動詞)로 被자구에 출현할 경우, 모두 N1 을 의미지향 한다. 그
리고 형용사가 사용된 ‘被’자구에서 NP2 는 자주 생략되어 사용된다. 이에 본고는 把/被/
使자문에서 중심 서술어로 사용된 형용사들을 형용사 술어구의 하위 분류로 설정하고
이들의 의미적, 통사적 특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李臨定. (2011). 現代漢語句型. 北京：商務印書館.
範曉. (2000). 論“致使”結構. 語法研究和探索(10). 商務印書館, 135-151.
王聖博. (2009). 以形動兼類詞爲結構中心的把字句. 漢語學報, 2第2期, 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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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知玹. (2008). 피동태는 능동태의 상반되는 형식 범주인가?. 중국어문학논집, 50, 215-241
鄭懷德 ·孟慶海(2004). 漢語形容詞用法詞典. 北京：商務印書館
齊燕榮. (1992). 形容詞謂語句的述謂性及其表達手段. 濟南大學學報 第四期, 56-60
周 紅. (2010). 談致使形容詞. 阜陽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第1期. 23-27
진화진. (2014). 형용사의 사건구조와 ‘被+AP’. 중국어 교육과 연구, 19, 193-213
刑福義. (1994). 形容詞動態化的趨向態模式. 湖北大學學報. 哲学社会科学版(5), 7-15

저자소개
진화진은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현대중국어 빈어수반 형용사서술어문의 타동성 연구>
로 박사학위 받았으며, 현대 중국어 교육 및 통사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hwa_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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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화 수업을 위한 콘텐츠 활용 교육 방안
이지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외국어 능력과 더불어 21 세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으로 문화를
꼽을 수 있다. 각 사회마다 구성원에 따라 형성되는 문화가 다르듯이, 국가마다 민족 문
화는 상식을 벗어나 가끔 당황스러운 일명 문화 충격(Culture Shock)을 느낄 때도 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이제는 의사소통만 가능한 수준에서 벗어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연구자는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방안
을 고민하던 중 문화콘텐츠(영상, 이미지 등)를 교육 도구로서 활용 하는 방안을 고민하
였다. 몰입도를 높여 언어 학습에서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고, 언어 뿐 아니라 관심도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문화 이해의 다양성을 키우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경식, 남일성. (2010). 중국교육의 굴기: 중국 개혁.개방 30년. 파주: 교육과학사.
김경식, (2012). 중국현대교육전개사. 파주: 한국학술정보.
류기수, (2014). 외국어로서의 중국어 교육.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백종인, (2010). 중국어 교육론. 대전: 배재대학교 출판지원실.
_, (2014). 중국어 교육의 이해. 서울: 신아사.
엄익상, 박용진, 이옥주, (2011). 중국어 교육론. 서울: 한국문화사.
EBS, (2013). 세계의 교육현장, 중국(비디오녹화자료).
Coursera, http://www.coursera.org.
The world of Chinese: http://www.theworldofchinese.com
Chinese newspapers: http://www.onlinenewspapers.com/chin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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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Reading World: http://collections.uiowa.edu/chines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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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지윤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중이며, 국제학교 중국어 교사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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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 교재 분석 기준 방안 연구:
기호학적 분석 방식을 중심으로
조성회
(서울대학교)

초록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외국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한국
의 교육에서 영어가 기본 외국어가 된 지는 이미 오래 전 일이고, 현재는 중 고등학교
에서 제 2 외국어 또한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국어교
육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에서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FLE) 교
육은 어떠한 형태로 변화해왔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서 시작된 본 논문의 주제는 다음
과 같다. : “FLE 교재 분석 기준 방안 연구- 기호학적 분석 방식을 중심으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에 있어 교재는 오랜 시간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해왔다. 지금도
많은 이들은 외국어 학습의 시작을 교재의 선택에서부터 출발한다. 특히 혼자 외국어를
독학하는 학습자들에게 교재는 교수자이자 중요한 교육매체가 된다. FLE 교육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편찬된 각각의 교재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각 교재가 그 시대를 대표하
는 교수방법론에 의거하여 편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교재는 각 시
대별 교육방식과 교실에서의 교육적 상황을 직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교
육매체이며, 이러한 교재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FLE 교육의 변화 양상을 교수학습의
현장을 중심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교재는 교육 현장에서 교
수자이자 중심 교육매체이기 때문이다.
외국어교육에 있어 교재가 갖는 의미와 교재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지금
까지 우리는 교재를 너무나 단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었으며, 여러 다양한 교육적
상황과 교실안의 지표를 나타내주는 교재를 그 어떤 비판적인 시선 없이 수용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이는 교재가 없는 외국어 수업을 생각하는 학습자나 교수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하나의 대표교재를 선정하여 그 교재의 내용과 진도에 따라 수
업을 진행하는 것이 현재 우리 FLE 교육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들은 한국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교재가 아닌 프랑스에서 외국어로서의 프
랑스어를 배우는 전 세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프랑스어로 된 교재들이다. 기
본적으로 프랑스어로 쓰여진 교재를 사용하는 것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보다 빠르게 프
랑스어에 익숙해지게 하는 방법이 되기는 하나 동시에 많은 학습자들이 이를 어렵게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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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문맥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분명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교재를 단순한 학습 도구로써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교재에 담겨있
는 여러 가지 기능과 장치 그리고 각각의 교재가 갖는 메커니즘을 충분히 인지하고 보
다 선별적인 관점에서 교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교재
를 분석하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교재를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한 본 논문에서는 1) FLE 교육에서의 교재의 의미와 지금까지
교재를 분석해온 대표적인 분석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2) 다음으로 교재의 새로운 양상
을 발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호학적’ 분석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3) 마지막으로 이
‘기호학적’ 관점에서의 실제 교재 분석을 통해 이 기준이 어떠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교재의 검토와 관련하여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그 구체적
인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참고로 본 연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기호학적’ 분석은 기호학에 입각한 분석방식으로
교재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 요소들이 모여 의미를 생성하는 과
정을 이해 분석하는 방식이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바라본 교재의 많은 요소들을 재해석하고 이와 동시에 이것들이 모여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 교재의 메커니즘, 기호학에서 이데올로기라고 칭하는 그것을 이해하고
분석하게 되는 것이다. 기호학은 명칭 그대로 기호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의 일종으로
대표적인 학자로는 소쉬르와 퍼스를 들 수 있다. 두 학자는 세상은 기호로 가득 차 있
고, 명확한 의미의 기표와 기의가 합쳐진 이 기호는 의미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이
야기한다. 이 의미작용은 기표와 기의가 함축 된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따라서
그 구조를 분석하게 되면 우리는 숨겨진 이데올로기와 의미구조체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호학적 분석은 분석 대상을 기호화 하고 그 기호들의 관계, 형
성과정들을 분석하는 방식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재를 분석해온 방식은 주제 혹은 영역별 교재 내용 분석, 교재 구
성방식 분석, 교수방법론에 따른 교재 구성요소 분석과 같은 양적인 분석에 한정되어
있었다. 때문에 우리의 시각은 교재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바라보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교육상황에 있어 교재가 갖는 중요성과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
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각도에서 교재를 비교 분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교재 분석 기준이 되는 ‘기호학적’ 관점을 본 연구에서는 그 분석 기준으로 삼고 교재가
갖는 새로운 내적인 양상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기호학적 분석의 틀을 통
해 교재를 분석하게 되면 우리는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교재의 구성요소, 구
성방안, 메커니즘(이데올로기) 등을 찾아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효과적으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년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교재들 안에서 우리의 교육상황에 적합한 교재들을 선별하고 각각의 교재가 갖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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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을 보다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기호학적 분석 틀과 같은 다양
한 분석 기준에 의한 비판적 수용이 가능해지면 우리는 한국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교
재 구성방안 또한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외국어교육에서 특히 교실수업에서, 교재가 갖는 중요성과 역할은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실제로 여러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인해 TICE 를 활용하는 외국어 교육이 점
차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재는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교육매체로 그 자
리를 지켜가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책의 형태로 된 교재만을 사용하여 교수/학습을 구
성해나가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뒤쳐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제는 교재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재 분석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FLE 교육을 위한 교재 발달에 긍정적
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교재를 보다 포괄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수용할 수 있고,
여러 각도에서의 다양한 분석을 통해 교재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재
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우리의 교육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교재의 개발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대해보다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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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기초문법 수업에 나타난 학습자 오류
김미연
(압구정고등학교)

초록
외국어 학습에서는 필연적으로 오류가 나타나게 된다.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유창하게
말하게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았을 때 어린 시절의 언어 생
성이 오류 없는 완벽한 형태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학습시간이 짧은
외국어의 생성에서 오류는 불가피하며 더 빈번하고 가끔은 의사소통을 방해한다.
학습자의 오류는 모국어, 학습전략,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
는 한국인 프랑스어 학습자들의 학습과정에 나타나는 한국어와 영어의 영향에 대해 관
심을 가지는 한편, 이미 배운 프랑스어 규칙이 현재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프랑스어 기초문법을 듣는 대학 1,2 학년 학생들과 그
들이 생성한 문장을 분석하였다. 비교분석 이론이 주장한 바 있는 ‘간섭’은 주로 외국어
학습 초기에 나타나므로 초급 학습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비교분석
이론이 모든 오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비교분석 이론 이후에 등장한 언어
내 간섭 이론도 차용하기로 한다. 간섭원인으로 유발된 오류에 대한 연구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미 많은 결과물을 축적하고 있지만 오류의 유형은 발화자의 언
어생성만큼이나 다양하기 때문에 오류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흥미롭다.
학습자 오류는 모국어인 한국어와 먼저 학습이 이루어진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초급수준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습득하게 된 프랑스어의 규칙에 기인하는
것도 많았다.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구조 차이가 많은 오류를 유발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연구대상이 된 학습자들의 언어생성 전략은 모국어 보다는 목표어 자체의 규칙에 대한
참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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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 문화 교육에서 교사의 발화
정우향
(한국교원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한국 대학의 프랑스어 교육에서 교수자들의 발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
다.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첨단
미디어 교육자료들과 최신 교수법이 발전되더라도 교육은 학습자와 교사, 지식이라는
세가지 근본적인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교
육자는 교육의 시작이고 끝이다’와 같은 담론들이 교육학 개론서나 교육 현장 주변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 중심’이라는 현대 교육학의 대의명제 속에서 교수
자의 역할은 암암리에 축소되어 왔으며 언제라도 접속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
는 시대적 문맥 속에서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사의 권위는 약화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기반으로 대학에서 외국어와 외국 문화를 가르칠 때
교수자는 발화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기존의 교수자 발화에 관
한 연구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수자의 발화 전략에 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칭찬’이나 ‘질문 유도 전략’ ‘학습자의 흥미 유도 전략’ 과 같이 교수
자 발화의 형식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 집중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어와 외국 문화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한국 대학의 프랑스어 강의실에서 교수자가 발화를 구성할 때 발화
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포함해야 할 요소들을 중심으로 교수자 발화 구성의 방향을 탐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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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Byram의 ‘문화적 전환’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능력에서 상호문화의사소통능력으로
서영지
(서울대학교)

초록
상호문화능력은 오늘날 상호문화의사소통, 상호문화교육, 외국어교육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중시되고 있다. Byram 은 상호문화능력을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자이다.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라는 표현은 Byram 이 2012 년에 사용한 표현이다.
그는 이 용어를, 1980 년대 말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에서 출발하여 사회문화능력을 거
쳐 현재 상호문화의사소통능력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문화교육의 관점 변화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였다.
1980 년 그는 Durham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고, 소수민족의 언어교육, 해외 거주학생
의 언어･문화교육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1983 년 Byram 은 Durham 대학
창립 150 주년 기념서 Sacred Cows in Education 에서 Are Modern Languages useful? Are
Foreign Languages useful ?이라는 북챕터를 썼는데, 여기서 그는 외국어교육을 단순한 언
어교육이 아니라 문화교육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교육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언어교육에서의 문화에 대한 그의 관심은 1984 년 German theory of Landeskunde 를 읽
고, D. Buttjes 와 H. Starkey 와 협력하면서 더욱 증대되었다(Byram, 2014:211). 이런 그의
관심은 Cultural Studies in Language Teaching(1984)이라는 논문과

Cultural 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1989)이라는 책에 잘 드러난다. 그는 이 책에서 “문화연구는
단지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한 수단이나 언어교육의 부수적 요인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
고, 교육적 가치와 정치적 현상까지 고려하는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다”(Byram, 1989:3)
고 강조했다. 1980 년대까지, Byram 은 문화연구를 외국어교육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
였다. 하지만 1990 년대 들어서는 문화능력(cultural competence)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시
작하였다.
1994 년 유럽평의회는 Byram 에게 ‘문화능력’을 『유럽공통참조기준』(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 CECRL)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
구를 요청했다. 이 요청을 수락한 그는 Zarate 와 공동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를

Sociocultural competence i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1994)이라는 보고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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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yram 은 당시 사회문화능력이라고 불린 문화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자세히 논의하였다. 그는 van Ek(1986)의 6 가지 의사소통능력을 출발점으로 삼되, van
Ek 의 사회문화능력을 좀 더 확장하여, 학습자가 신장시켜야 할 네거티브 가지 유형의
능력(지식(savoir), 기술(savoir-faire), 태도(valeur, savoir-être), 학습력(savoir-apprendre))을 제
안하였다.
Byram 은 1997 년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를 집필
하면서 상호문화능력과 상호문화의사소통능력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사회, 경영
등의 다른 분야에서 ‘상호문화능력(IC)’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C’를
추가하여 ‘상호문화의사소통능력’(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이라고 부르기 시
작하였다. 상호문화능력과 상호문화의사소통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문화능력은 1950 년대 미국 ‘평화봉사단’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당시
이 능력은 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인의 문화적 적응, 조정, 이행 등과 관련되어 있
었다. 1970 년대에서 1980 년대에는 국제 무역, 해외 유학, 이민 증가로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하였고, 1990 년대 이후에는 국제 학교, 직업 교육 등과 관련하여 사용되기도 하였
다. 20 세기 후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선진국 사회가 점점 다문화 사회로 변함에 따라,
상호문화능력은 그 대상을 더 이상 이민자로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전체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상호문화능력은 본국을 떠나지 않는 사람도 갖추어야 하는 보편적인 능력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반면, 상호문화의사소통능력은 1990 년대 외국어 교육의 차원에서 개
발된 용어이다. 이 개념은 ‘의사소통능력’의 범위를 상당히 확장하는 개념이다. 물론 외
국어 교육이 상호문화의사소통을 신장하고 평가하는 유일한 과목은 아니다. 지리, 문학,
세계사와 같은 과목도 학습자에게 다른 세계와 이질성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 교육은 이질성의 경험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학습자에게 친숙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모두 경험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최근 외국
어 교육은 정보 교환과 메시지 전달 차원의 의사소통을 넘어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
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상호문화능력이 언어와 관련 없는 언어 외적인 능력을 강조한다면, 상호문화의
사소통능력은 언어능력까지 포함하는 능력이다. 상호문화능력을 가진 개인은 ‘자신의 언
어’로 상호문화의사소통에 대한 지식과 다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석하고, 관련
성을 파악하고,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이들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문화적 접촉을 즐길 수 있다(Byram, 1997:70). 이것은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의사소
통에 국한되지 않는 상호문화능력은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것보다는 기술, 지식, 태도를
강조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상호문화의사소통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른 문화나 국가에서 온 사람과 ‘외
국어’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Byram, 1997:71). 이들은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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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을 위해 의사소통 방식과 상호작용 방식을 타협할 수 있으며, 다른 문화를 가
진 사람들 간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은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특정 의미, 가치 및 언어가 지니
는 함의에 대한 이해를 통한 언어 능력과 관계가 있다. 이들은 또한 처음에 습득한 능력
을 기초로 새로운 언어를 습득할 수 있으며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
셋째, 상호문화능력과 상호문화의사소통능력 간의 관계는 상하 관계 또는 포함 관계가
아니라 복잡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관계이다. 상호문화의사소통능력은 상호문화능력보다
보다 복잡하고 특정한 상황을 다루는 능력이다(Byram, 1997:71). 다시 말해, 상호문화능
력이 일반적 상황이라면, 상호문화의사소통능력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Byram 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외국어 교육이 어떻게 변화가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문화능력, 사회문화능력, 상호문화의사소통능력, 상호문화적 화자 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21 세기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더 이상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에 그치지 않으
며,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이 배운 언어로 원어민이나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의
사소통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
는 데 있다.”(Windmüller, 2011:20). 최근 한국의 외국어 교육계에서도 초등영어교육, 한국
어교육, 프랑스어교육, 독일어교육 등의 분야에서 상호문화의사소통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 한국 상황에 적합한 상호문화적 접근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구
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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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분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한국어교육
(11동 110호)
시간

사회자: 김호정 (서울대)

토론자

13:30 – 14:00

외국어 수업에서 국제적인 협업: 온라인 디지털 도구 사용에 대한 사례 연구

김호정

오혜경(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서울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원 정책의 발전 방안 연구: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
진정란
14:00 – 14:30 로
(사이버한국
김민수(상명대)
외대)
외래어가 사용된 한국어 동영상 광고 활용 기반 한글교육 방법: 프랑스어 모국어
14:30 – 15:00 학습자들 적용 방안 제시
강란숙(한국외대)

김지형
(경희사이
버대)

다문화가정 부모의 언어 능력 및 태도가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
15:00 – 15:30 연구

이정연

이진선(한국외대)
휴식

15:30 – 16:00
시간

사회자: 이미혜 (이화여대)

토론자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균형이중언어화자와 비균형이중언어화자의 어휘표
16:00 – 16:25 상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

한승희 ･ 최재완･ 지윤주(한국외대)

16:25 – 16:50

(이화여대)

‘-는 만큼’의 의미 분석과 의미별 특징 연구

이영숙
(한양대)
안경화

함계임(한국외대)

(서울대)

ODA 사업 수원국 내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몽골 내 한국어
16:50– 17:15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유해준

김은경(상명대)
17:15 – 17:40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

17:40 – 18:05

하브루타(Havruta)를 활용한 토론 수업의 효과 연구

(남부대)
정미지

이영조(배재대학교) (서울시립대)
최지훈
이정연(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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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 Foreign Language Class:
A Case Study on Using Online Digital Tools
Ohe, Hye-Gyeong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y)

ABSTRACT
This pilot action research is aimed to attempt on how to construct and develop an effective
and sustainable international collaborative exchange class model, by holding a collaborative
language class with students from the target-language and culture. It further aims to consider
how online international exchange classes could affect language and culture learning.
From an intercultural language learning perspective, Liddicoat et al. (2003) argued that
learners should participate in the social and interactional process

actively

and

positively,

which constructs learning, connection and social interaction. Then, how can these principles
be applied to classroom activit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is practice, some suggests
the use of culture portfolios, while others recommend online intercultural exchanges (Murray
and Bollinger, 2001; O’Dowd, 2007; Helm, 2009) which “uses internet technology as a tool
to facilitat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between classes of learners in

different

countries”

(Helm, 2009:91).
In an attempt to investigate how to improve students’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foreign
language classrooms, this research pursued a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between a Japanese
class at Chung-Ang University (CAU) in South Korea and a Korean class at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ICU) in Japan by adopting the online intercultural exchange style

of

practice. This pilot action research revealed positive communicative and intercultural attitudes
in all respects because students showed their curiosity and openness towards the target-culture
which led to cultural knowledge and skills of interpreting and relating their existing
knowledge about their own culture to new input about the target-culture (Byram, 1977). As
for the knowledge about target-culture, students have already some degree of knowledge
about the target-culture provided by instructors in class and they applied it as leverage in
order to absorb new knowledge presented by

students from the target-culture. It was,

however, found out that even for some cultural facts which are already instructed by teachers
in class, they seem to feel differently and even reacted as if they realize or notice or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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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ttention it for the first time. This observation revealed that language and culture learning
can be carried out more efficiently in a social and interactive

process

that

learners re-

conceptualize with existing knowledge about both their own culture and target-culture through
personalized practice and experience.

REFERENCES
Liddicoat, A. J., Papademetre, L., Scarino, A., & Kohler, M. (2003). Report on intercultural language
learning.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 Retriev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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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E, Hye-Gyeong received PhD in Language and Culutre at Osaka University. She is a tenured
full-time instructor and also serves as a program coordinator of the World Languages at Interntional
Christian University in Tokyo, JAPAN. She currently is conducting a research of Grants-in-Ai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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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llaborative projects in Korean language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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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원 정책의 발전 방안 연구: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민수
(상명대학교)

초록
이 연구는 국어기본법과 유사 제도의 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국어기본법의 한국어교원
관련 규정이 개선해야 할 점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원 정책을 ‘한국어
교육에 관련된 국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한국어교원을 양성하여 임용하
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선
행 연구 등을 토대로 한국어교원 정책을 1) 임용 전의 양성 정책, 2) 임용을 위한 자격
인증과 임용 인원 조절, 3) 임용 이후의 재교육 및 처우 정책으로 나누었다.
한국어 교육은 사회 여러 계층에 한국어 교육 학습자들이 분포하고, 적용 대상이 외국
인이라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 또한 향후 다문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국민교육의 영역
과 겹치는 부분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것은 그
정책의 대상이 넓고 여러 법과 연관된다는 뜻이다. 대학 부설 어학당의 경우 고등교육
법과 관련이 되고, 학령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과 무관
하지 않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 강사나,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방문지도사
등은 일정 부분 평생교육사와 유사한 성격도 지닌다. 이 점에 유의하여, 이 연구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서 교원 정책의 세 범주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
는지 검토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유사 제도의 교원 정책에 비하여 국어기본법에는 교원의 자격 인증
이후 임용 정책과 임용 이후의 후속 정책이 다소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
대로 이 연구에서는 주로 자격을 갖춘 한국어교원의 임용과 이후의 처우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어교원들은 미시적으로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그 위
치가 차지하는 정책적 의의가 적지 않다. 한국어교원은 그 소속 기관과 분야에 따라 다
문화사회로 돌입한 한국의 사회 통합과 안정화에 기여하고, 유학생의 유학생활을 성공
을 이끌 수 있는 집단이다. 한국어교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 그로 인한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 등은 한국의 이주민 정책과 유학생 정책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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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어가 사용된 한국어 동영상 광고 활용 기반 한글교육 방법:
프랑스어 모국어 학습자들 적용 방안 제시
강란숙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입문 단계의 프랑스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에서 외래어가 사용된 한국어 동영상 광고 활용의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지금까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모국어 사용에
관한 문제는 학습자들의 새로운 언어 습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논의되
어 이를 한국어 학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반면 영어교육과 같은 다른 외국어 교육 연구에서는 외국어 학습에서 모국
어 활용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실험 연구를 통해 논의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외국어
학습 효과의 성공적인 여부는 무엇보다 학습자로 하여금 습득 외국어에 대한 노출과 사
용 연습의 기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해 볼 때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입문
기 한글 교육 입문 단계에서도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중지능이론에 따르면 외국어 학습자들이 가진 내재
된 지능 영역은 학습 흥미를 자극하는 여부에 따라 학습능력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들의 모국어와 외국
어 습득의 상관관계를 고찰한 연구들을 분석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자
들의 내재된 지능 영역으로서 외래어 사용과 연관된 모국어 활용 기반 교수-학습 원리
에 대한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
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외래어 광고 동영상 사용 기반 한 한글 교육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프랑스어는 발음 구조 상으로 한국어와 차이가 많은 언어라는 점에서 프
랑스인 입문기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글 습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본 연구에서 제
시하는 방안은 프랑스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습 입문 단계에서 어려워 하는 한
글 읽기와 발음 인식에 관한 문제를 흥미를 갖고 자기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제
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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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부모의 언어 능력 및 태도가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진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 습득은 부모와의 깊이 있는 소통을 가
능하게 하며 자존감, 또래 관계, 학교생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그러나 자녀의 언
어 발달에 대한 부모의 우려와 한국어 지배적인 언어 사용 환경 등으로 인하여 자녀들
이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를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에
서 이중언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분석된 부모의 언어 능력 및 태도가 자
녀의 이중언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자녀 18 명과 해
당 부모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5 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중
부모의 상대 배우자 언어 능력과 언어 태도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
고, 설문은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전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통계
자료와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답변을 비교한 결과 외국 출신 부
모의 한국어 능력이 유창한 경우에도 부모들이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국 출신 부모가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 사용에 대한 부모와 가족의 태도가 긍정적일수
록 자녀의 이중언어 능력 및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 5 점 척도로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언어
사용 능력보다 언어 태도가 더 중요함을 수치화하여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 대상자를 확대하여 더 많은 자료의 수집과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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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균형이중언어화자와
비균형이중언어화자의 어휘표상체계에 대한 비교 연구
한승희 ･ 최재완 ･ 지윤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이중언어화자가 증가하는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이중언어화자의 심리언어학적 능력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중언어화자의 심리적 어휘 의
미망에 대한 연구도 심리언어학 연구의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관련하여 스페인-영어(Basnight-Brown & Altarriba, 2007), 중국-영어(Wang, 2007), 네덜란
드-영어(de Groot & Nas, 1991) 등 여러 언어를 대상으로 한 어휘점화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한국어 이중언어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비균형적 이중
언어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었다(Kim & Davis, 2003; 최원일, 오현금, 남기춘, 2002;
최원일, 2003; 최원일, 이창환, 남기춘, 2008; 김철수, 2015). 특히 최원일, 이창환, 남기춘
(2008)에서 비균형 이중언어화자의 의미점화 효과를 알아보고자 ‘단일어 내’, ‘이중 언어
간’ 측면에서 실험을 설계하였다면, 본 연구는 언어능력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를 전문적
수준으로 구사하는 균형적 이중언어화자(Balanced bilingual)와 영어를 제 2 외국어로 배우
는 비균형적 이중언어화자(Unbalanced bilingual)로 피험자 집단을 확대하고 ‘단일어 내’와
‘이중 언어 간’ 측면에서 어휘 난이도를 세분화하여 동의어 점화 및 의미 점화를 알아보
았다. 이는 언어능력별, 어휘 난이도별로 어휘 의미망의 구조적 차이를 알아보고, 모든
어휘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되지는 않을 것(De Groot, 1992)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
한 것이다.
실험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를 균형 있게 사용하는 이중언어화자로 서울 소재 통번역
대학원 재학생 20 명, 한국에서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한 불균형적 이중언어화자로 일
반 대학생 20 명을 모집하였으며 어휘 난이도별로 각각 동의어 점화와 의미 점화 실험
을 진행하였다. 어휘 점화실험이란, 선 제시된 점화자극이 이후 목표자극으로 제시되는
단어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첫째, 본고의 동의어 점화실험은 한국어와 영어에서 동일 의미가 어떻게 점화되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즉 한국어 ‘사과’가 제시된 후에 영어 ‘Apple’이 제시된 경우와
‘Apple’이 제시된 후에 ‘사과’'가 제시된 경우, ‘Balanced’ 집단과 ‘Unbalanced’ 집단 간에
나타나는 점화 반응 차이를 측정하였다. 둘째, 의미 점화실험은 점화자극과 목표자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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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적으로 연관되었을 때 집단 별로 어떠한 점화반응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
다. 동의어와 같은 일대일 대응 관계가 아닌, 의미적 연관 관계에서 일어나는 피험자 집
단 간 점화반응을 비교함으로써 피험자 집단별 어휘망의 의미구조를 추론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휘 제시방식은 총 4 가지로 '한국어-한국어‘ (예: 겨울-눈), '한국어 –
영어’ (예: 겨울-Snow), '영어-한국어‘ (예: Winter-눈), '영어-영어 (예: Winter-Snow)와 같
다.
본 연구는 피험자 집단별로 언어 점화 방향, 어휘 난이도에 따른 목표자극에 대한 반
응시간(RT)과 정확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변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
는지 검증하였다. 비록 피험자 집단의 규모가 작고 어휘 실험의 범위가 제한적이라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실험을 통해 균형적 이중언어화자와 비균형적 이중언어화
자 간 추세 차이를 파악해보고자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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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큼’의 의미 분석과 의미별 특징 연구
함계임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함계임(2018)의 후속 연구로 함계임(2018)에서 의문으로 남았던 부분을 일부
나마 해결해 보려고 한 연구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는 만큼’이 어떤 조건에서 어
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의미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목
적이 있다.
함계임(2018)에서는 ‘-는 만큼’이 ‘비교’, ‘비교와 이유’,’이유’라는 3 가지 의미를 가지
고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는 만큼’이 가진 의미가 이 세 가지뿐인지, 그리고
각각의 의미가 사용될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게 된다. 앞선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기존 한국어 교재에 나온 예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으
나 본 연구는 국립국어원 언어 정보 나눔터에서 제공하는 구어, 문어 말뭉치에서 추출
한 1700 여개 문장을 분석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과연 그 의미가 함계임(2018)
에서 제시한 의미와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실제 모국어 화자가 사용할 때
는 ‘정도’의 의미와 ‘정도와 비교’의 의미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각각의 의미가 사용되는 환경을 살펴 보았다. 우선 선행 동사(서술어)의 동사 부
류가 ‘-는 만큼’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았다. 다음으로 ‘는 만큼’의 의미와 문장의 구조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 보았고, 글의 종류에 따라 어떤
의미가 더 빈번하게 사용되는지도 살펴 보았다.
기존의 ‘만큼’에 대한 연구가 의미 확장 혹은 품사 선정에 대한 것에 치우쳐져 있고
한 가지 형태(-는 만큼)가 가지는 다의성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이에 본 연
구는 한 가지 형태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각 의미가 가지는 특징들에 대해 연구하여
의미 변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박덕유. (2007). 한국어의 相 이해. 서울: 제이앤씨.(바탕 11, 보통, 줄간격 고정 16-pt)
함계임 (2018). ‘만큼’의 의미 확장 과정:원형이론과 의미확장원리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60, 121-141.

- 228 -

2018 KAFLE Annual Conference

김정아 (1998). 중세 국어의 비교 구문 연구, 태학사
김지은 (2013). ‘만큼’의 문법적 갈래와 용법,- 관형사형 어미 +만큼을 중심으로-, 한국학 논집,
50, 303-326.
김지은 (2015). ‘만큼’의 의미-기능적 특성에 대한 일고, 언어과학연구, 72, 103-132.
나은미 (2011). ‘만큼’과 ‘처럼’의 의미 특성과 비교, 비유 표현, 한국어 의미학, 34, 한국어의미학
회, 109-130.

저자소개
함계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한국어 교육관련 강의를 하고 있음. 주
요 연구 분야는 한국어 문법 교육, 한-러 대조 연구이며 한국어 교육에 인지 언어학의 이론을
접목하는 연구를 하고 있음. (kievssonya@hufs.ac.kr, ssonya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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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사업 수원국 내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 제고 방안:
몽골 내 한국어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On Enhancing Expertise and Capacity of Non-native Korean Teachers
in ODA Recipient Countries)
김은경
(상명대학교)

초록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원조 공여국으로서 다양한 교육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
에 한국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에서 한국어 교육은 기술 및 직업 교육의 기초 단계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유관 기관에서는 ODA 사업
수원국으로 한국어 원어민 교사들을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국에 한국어 원어민 교
사를 파견하는 것만으로는 수원국 내 한국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수원국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들을 (재)교육하여 그들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만한 가
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외 한국어 교사 교육과 관련된 논의는 한국어 원어민 교사
교육에 치중되어 있다. 또한 ODA 사업 수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은 재외동
포나 학문 목적 학습자, 한류 기반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 지역의 한국어 교육
과는 다른 목적의 학습자들을 대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수원국 내
한국어 교사 교육, 특히 비원어민 교사 교육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DA 사업 수원국 내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사례 검토를 통해
수원국 내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경기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14 년부터 2018 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 스마트 교실 구축 사업> 시행 지역인 몽골의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요구를 조사· 분석하고, 둘째 <몽골 한국
어 스마트 교실 구축 사업> 중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과 사업 성과를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ODA 사업 수원국의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고 전
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ODA 사업의 한국어 교육 관련 정책 수립과 비원어민 한국어 교사 (재)교
육 프로그램 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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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커뮤니티의 공동 번영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ODA 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도모
하고 ODA 사업 수원국의 교육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에 미흡하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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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형. (2016). 터키 한국어 교사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한국어 모어 화자
교사의 요구 조사를 중심으로.한어문교육, 35, 19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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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상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교육원. (ugkim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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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
이영조
(배재대학교)

초록
언어를 배우는 목적은 해당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목표어권의 문화와 사
회의 이해를 통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쳐 인간적 성숙을 꾀하는 데 있다. 한국어교육
에서도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
도 왕성하게 다양한 교수-학습이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교육
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어휘와 문법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재에 의존하다 보니 제
한적이고 정형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학습자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총체적인 언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상 어휘와 정교하게 다듬어진 질 높은 언어가
사용되고, 문화적 요소가 녹아 있는 문학 작품을 언어교육에서 활용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의 실시되고 있는 문학교육의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개
괄한 뒤, 대전 소재 P 대학교에 개설된 외국인 전용 학부 교양 수업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학’의 운영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이 자리 잡기 위한 방안을 제
언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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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2008). 문학을 통한 한국어교육의 실제.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연구소.
_. (2008). 시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실제. 한국비평문학회.
_. (2013). 수필을 통한 문화 교육의 실제와 효과 연구. 한국언어문학회.
정원기. (2016). 소설 텍스트를 통한 한국어교육의 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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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는 현대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한국어교육을 전공하였으며, 현재는 배재대학
교에서 학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실습을 강
의하고 있습니다. 이영조는 특히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유학생을
위한 한국문학 관련 교재 개발 및 수업 모형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ramsmom@pc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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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브루타(Havruta)를 활용한 토론 수업의 효과 연구
이정연
(이화여자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토론 능력 향상을 위해 하브루타(Havruta)를 활용한 수
업 방안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토론 학습은 특정 주제나 문제에 대해 상호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활동을 통해 정보
를 수집, 처리,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
는 데 효과가 있다(송선희, 2010). 이러한 토론의 특징으로 외국어 학습에서도 토론 교육
은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토론은 외국어 능력 이외에도 논리적
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활동이므로 학습자들이 토론 능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학습자들이 토론 논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갖추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브
루타를 활용할 수 있다. 하브루타는 유대인 전통 교육 방식으로 두 명이 짝을 이루어 하
나의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교체하여 논쟁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Kent & Allison, 2012). 하브루타를 통해 학습자들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게 되며 의사소
통 능력, 비판적 사고력, 설득하는 능력 등을 기르게 된다. 이러한 하브루타의 특징으로
인해 한국에서도 수업에 이를 활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주
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토론 수업에 이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토론 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하브루타를 활용하여 외국인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높여 최종적으로
토론 능력 향상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 이를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
다.
실험은 2018 년 7 월 서울 소재 대학 부설 언어교육기관 5 급 학생 11 명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토론과 하브루타를 활용한 토론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두 차례의 토론은 모두 토론 전 단계, 토론 단계, 토론 후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각각
160 분 동안 진행되었다.
먼저 전통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 수업은 ‘도덕적 행동의 법제화를 허용해야 한다’
는 논제로 모두 교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논제에 대한 소개 후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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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글을 같이 읽으면서 각각의 입장에서 주장과 근거 내용을 찾
도록 하였다. 그 후에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여 토론 개요서를 작성하고 같은 입장을 가
진 학습자끼리 토의 과정을 거쳐 토론을 하게 하였다. 이 때 외국인 학습자임을 고려하
여 내용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표현적인 면에서도 학습이 이루어지게 수업을 구성하
였다.
하브루타를 활용한 토론 수업은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제로 교실 밖
활동과 교실 활동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교실 밖 활동에서는 논제에 대한 파악 후 교
사가 제공해 준 자료와 개별적으로도 자료를 수집한 후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토론 개
요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실에서는 교실 밖에서 정리해 온 내용 확인
을 위해 교사가 논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관련 표현 학습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교사
의 설명 후 수업 전에 작성한 토론 개요서를 수정하고,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논제에 대
해 찬성, 반대 입장을 번갈아 가며 일대일 토론을 하게 하였다. 일대일 토론 후 학습자
들에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토론 개요서에 추가하고 최종적으로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게 하였다. 입장 정리 후 같은 입장을 가진 학습자들과 토의를 거쳐 전체
학급 학생들이 찬반 토론을 하는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두 차례의 토론 수업을 마친 후 하브루타를 활용한 토론 수업이 토론 능력 향상에 어
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63.6%의 학습자들은 하브루타를 활용한 토론 수업이 토론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교사가 수업 전에 제공한 자료(41.7%)와 개별적으로 수업 전에 사전
조사한 자료(33.3%)가 토론 능력 향상에 가장 도움을 주었다고 답하였다. 교사가 제공한
자료 중 내용적인 면과 표현적인 면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로 전통적인 방식에 따른 토론 수업보다 하브루타를 활용한 토론
수업에서 토론 관련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토론 내용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하브루타를 활용한 토론 수업에서 일대일 토론을 72.7%의 학습자들이 가장 좋았
던 부분으로 선택하였다. 그 이유로 전체 토론을 하기 전에 일대일 토론을 진행하여 찬
성과 반대 입장 두 가지 측면에서 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과 두 사람이 토론을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 토론 능력 향상
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꼽았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으로는 전체 토론을 54.5%의 학생
이 선택해 여전히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토론은 부담스러운 활동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브루타 형식의 토론이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상대방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상대방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
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 정도를 묻는
질문을 5 간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 학습자들은 이 중 상대방의 주장을 명확하게 파악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질문에 가장 많은 점수(평균 3.73 점)를 주었고 다음으로 상대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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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장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질문에 높은 점수(3.64 점)를 주었다.
반면에 반박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질문에는 2.64 점을 주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반박
은 여전히 어려운 토론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토론 내용 분석 결과 학
습자들은 전통적인 방식의 토론에서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
에 적절하게 반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하브루타를 활용한 토론 수업이 학습자들에게 논제에 대해
찬반 입장을 다각적인 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어 비판적인 사고력 향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에 하브루타 교육 방식을 도입한 연구로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토론 교육 방안을 제시, 이를 실험을 통해 검증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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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수업 블렌디드러닝 실천 보고:
교직과목 “논리와 논술”을 중심으로

신은진
(명지대학교)

I. 들어가며
본고에서는 대학교 부설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한
일본어 수업의 블렌디드러닝 중 교직 과목 실천에 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2. 수업개요
실천 대상인 “일본어 논리와 논술” 과목은 2017 학년도 1 학기 교직 과목으로써 수강
생은 총 4 명(여성 3 명, 남성 1 명)이었다. 수강생은 당시 모두 4 학년이었으며 수강 당시
교육 실습을 앞둔 상태였다.
저자는 2015 년부터 일본어 전공 과목과 일반 교양 수업에 관하여는 대학교 부설
LMS 를 활용하여 이클래스(e-class)를 개설하고 운영하며 블렌디드러닝을 실천해왔다. 그
러나 “일본어 논리와 논술”과 같은 교직 필수 과목의 경우에는 기존 수업 방식과 더불
어 수강생에게 예외 없이 세 차례 이상의 모의수업 시연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므로 일본
어교육 이론과 더불어 수업 실기를 병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본 수업 실천에
서는 종래 방식에 의거한 이클래스 운영과 함께 모의수업 실기를 실시하고 평가하는 수
업행동분석실 사이트 활용을 병용하였다.
2.1 이클래스
辛銀真(2016a,2016b)과 동일하게 대학교에 부설된 LMS 를 사용하여 이클래스를 개설,
운영하였다. 이클래스는 [공지사항]과 [강의자료실], [과제제출]을 기본 메뉴로 사용하였
다. 특히 수강생 중 교생실습 기간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수업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수업 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권장하였고, 과제(교안 작성)도 제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오프라인 학습 면에 있어서도 강의자
료실에 업로드 된 수업자료의 공유가 복습 및 자료 확인 등에 유용하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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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일본어 논리와 논술 이클래스 화면

2.2 수업행동분석실
수업행동분석실 사이트에는 학생들의 수업 실기(모의수업 시연) 동영상이 회차 별로
정리되어 저장되어 있다.

<그림2> 일본어 논리와 논술 시연평가

동영상 오른쪽에 위치한 [평가]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페이지로 이전되고 수강생 및 교
수자는 해당 모의수업 시연을 평가하거나 감상(코멘트)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에 교수자가 수업 실기를 평가하고 서식을 업로드하여 피드백하였다.
2.3 온라인과 온라인의 블렌드
본 실천에서는 수업행동분석실에 업로드 된 수강생들의 상호 코멘트를 교수자가 취합
하여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게 가공 처리한 후 이클래스 [강의자료실]에 <수업시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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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코멘트 첨부>형식으로 업로드하고 수강생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영남(2016)에서도 일본어 교직과목에서의 온라인 피드백을 다루고 있으나, 온라인
도구 2 개를 블렌드한 이 피드백 방법은 수업실기 담당 학생(교사역)의 경우에는 자신의
수업실기 결과를 객관적, 다원적으로 보게 하고, 수업 실기 평가 학생(학생역)에게는 다
른 사람의 평가 방법과 시점을 알게 하여 상호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얻었다.
3. 마치며
본고에서는 일본어 수업의 블렌디드러닝 중 교직 과목 실천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향
후 블렌디드러닝은 본 발표에서와 같이 수강생과 과목 특성에 맞추어 설계하고 실행하
는 과정에서 온라인 매체를 상호 블렌딩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시행될 것이
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교수학습 실천이 무모한 암중모색이나 시행착오로 끝나지 않으려면
제 4 차 산업혁명의 격랑 속에서 급변하는 일본어 교육현장의 현재와 설비 현황을 파악
하고 교수자의 현실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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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依頼表現のポライトネス:
「てくれる てもらう形」「させてくれる させてもらう形」を中心に오선주
(배화여자대학교)

1. はじめに
外国語教育の目的は学習言語を母語とする人との円滑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活動にある。しかし、日
本語敬語の使い分けは日本人にとっても厄介なものであり、ましてや外国語として日本語を学ぶ学習者
にとっては一大難関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本稿では依頼の場に用いられる敬語を中心に日本語
依頼表現ポライトネスを考察することで言語能力を言語運用に繋げる方法を探る。
2. 先行研究
敬語とは何か、平成 19 年日本文化庁 文化審議会が発表した敬語の指針(2007:7)によると、敬
語はその場の人間関係や場の状況に対する気持ちの在り方を表現すると定義した。Leech(1983)は
「丁寧さの原理」の下位原則として６つの原則を設けているが、中でも「気配りの原則」が会話行
動に対してより強力な制約であるとした。
(Ⅰ ) 気配りの原理(行為賦課型)
(a)他社に対する負担を最小限にせよ。(b)他社に対する利益を最大限にせよ。
(邦訳：池上 河上 1987：153、190~192)
本稿では、

依頼の場に用いられる日本語敬語表現が如何に「他社に対する負担」を最小限に

し、「他社に対する利益」を最大限にしているか、如何に聞き手を気持ちを損ねることなく、婉曲的に
表現しているかを考える。
3. 依頼の場面に用いられる「てくれる」「てもらう」
本稿は上記の表の敬語表現をもとに日本語母語話者 20 名を対象に各敬語表現の丁寧さに対する
アンケートを実施した。アンケート参加者は福岡県福岡市駐在の 30 代~70 代の女性を対象とした。
その結果、「てくれる」形は「①明日電話してくれ。」「②明日電話してくれる？。」

「③明日

電話してくれない？」「④明日電話してください。」「⑤明日電話してくださいませんか？」「⑥明
日電話して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順に丁寧さが高くなる傾向がみられたが、「②明日電話して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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れる？」と「③明日電話してくれない？」に限っては「②明日電話してくれる？」の方が丁寧だと答
えた人が 7 人(35％)で、「③明日電話してくれない？」の方が丁寧だと答えた人が 13 人(65％)で
あった。このような結果から、③番の方が丁寧だと答えた人は、依頼の場という状況下では肯定形より
否定形を用いた方がより婉曲的で相手に対する配慮の気持ちが表せると判断したのであると思われ
る。
また依頼の場に用いられる「てくれる形」の「くれる」は「依頼者＝話し手、行為の主体＝聞き
手、行為の決定者＝聞き手、恩恵の向かう先＝話し手」であるため、聞き手を立てながら直接恩恵
を求める意が窺え、出来事から恩恵を受けることを直接表したい場合は「てくれる形」を用いた方がい
いと考えられる。
「てもらう」においても「①明日電話してもらおう。」「②明日電話してもらえる？」「③明日電話
してもらえない？」「④明日電話してもらえないですか？」「⑤明日電話してもらえませんか？」「⑥
明日電話していただけますか？」「⑦明日電話していただけないですか？」「⑧明日電話していた
だけないでしょうか？」「⑨明日電話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⑩明日電話していただけませんで
しょうか？」を提示したところ、「②明日電話してもらえる？」と「③明日電話してもらえない？」のう
ち、②番の方が丁寧だと答えた人が 7 人(35％)で③番の方が丁寧だと答えた人が 10 人(50％)で
あった。また両方とも同じくらいの丁寧さを表すと答えた人が 1 人いた。「⑥電話していただけません
か」と「⑦電話していただけないですか」の丁寧さの順番に対して⑥番の方が丁寧だと答えた人は６
人(30％)で⑦番の方が丁寧だと答えた人が 12 人(60％)と意見が分かれた。⑧番と⑨番も丁寧さに対
する意見が分かれたが、「⑧明日電話し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の方が丁寧だと答えた人は文
末に推量 想像する意を表す助動詞「でしょう」が接続し、話し手の依頼 要請をさらに間接的に表す
ことができることからより丁寧さが高いと認識するに至ったとみられる。反対に「⑨明日電話していただけ
ませんか？」の方が丁寧さが高いと答えた人は、「でしょう」が丁寧の意を含んだやわらかい断定の
意があることから、より丁寧さが低いと判断したものと思われる。
一方、「もらう」の場合、「依頼者＝話し手、(表現上)行為の主体＝話し手、行為の決定者＝
聞き手、恩恵の向かう先＝話し手」と、実際の行為の主体は聞き手であってもあたかも行為の主体が
話し手であるように表現することができ、「くれる」より間接的恩恵の意が認められ、それが「いただ
く」にも引き継がれるよ思われる。さらに依頼の場において

可能、否定、疑問を重ねることで押し付け

がましさを緩和し、聞き手に対する負担をより最小限に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われる。
4. 依頼の場に用いられる「させてくれる形」「させてもらう形」
「①明日電話させてくれ。」「②明日電話させてくれない？」「③明日電話させてください。」
「④明日電話させてくださいませんか？」「⑤明日電話させて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を提示した
ところ、殆どのアンケート参加者が提示順に丁寧さが高くなると答えた。ただし、40 代の女性 2 人のう
ち 1 人は「⑤明日電話させてくださいませんでしょうか？」の場合、日常生活においてあまり使われ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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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として番号をつけず、もう１人も同じ理由で「③明日電話させてください。」や「④明日電話させて
くださいませんか？」より丁寧さが低いと答えた。
また、「させてもらう形」においても「①明日電話させてもらおう。」「②明日電話させてもらえ
る？」「③明日電話させていただける？」「④明日電話させていただけないですか？」「⑤明日電
話させ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⑥明日電話させていただけませんか？」「⑦明日電話させて
いただけませんでしょうか？」を提示したところ、「⑤明日電話させ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と「⑥
明日電話させていただけませんか？」のうち、⑤番の方が丁寧だと答えた人は 11 人(55％)で、⑥番
の方が丁寧だと答えた人は 8 人(40％)であった。⑤番の方がより丁寧だと答えた人はの文末に推量
想像する意を表す助動詞「~でしょう」が接続し、話し手の依頼

要望をさらに間接的に表すことができ

ることから丁寧さが高いと認識するに至ったとみられ、反対に⑥の方が丁寧さが高いと答えた人は、「~
でしょう」が丁寧の意を含んだやわらかい断定の意を表すことができることから、相手に押し付けがまし
さを与えない⑥番の方がより丁寧さが高いと判断たものと思われる。
5．おわりに
①依頼の場に用いられる「てくれる形」の「くれる」は「依頼者＝話し手、行為の主体＝聞き
手、行為の決定者＝聞き手、恩恵の向かう先＝話し手」であるため、聞き手を立てながら直接恩恵
を求めるとの意図が窺える。
②「もらう」の場合、「依頼者＝話し手、(表現上)行為の主体＝話し手、行為の決定者＝聞き
手、恩恵の向かう先＝話し手」と、実際の行為の主体は聞き手であってもあたかも行為の主体が話し
手であるように表現することができ、「くれる」より間接的恩恵の意が認められる。それが「いただく」
にも引き継がれる。そのため、より聞き手に配慮した依頼表現を用いたい場合は、行為主体を「相
手」にし負担を与える「くださる」よりは表現上であっても行為の主体を話し手(決定は聞き手)にする
「いただく」を用いた方が「丁寧さの原理」に適った考え方であり、このような結果は「させてくれる
形」や「させてもらう形」形にも引き継がれると思われる。
③「~ませんか」と「~ないでしょうか」において日本語母語話者の間で丁寧さに対する意見が分か
れていたが、「~ないでしょうか」の方を丁寧だと答えた人はの文末に接続する助動詞「~でしょう」が
話し手の依頼

要望をより間接的に表すことができることから「~ませんか」より丁寧さが高いと認識する

に至ったとみられ、反対に「~ませんか」の方が丁寧だと答えた人は、「~でしょう」が丁寧の意を含ん
だやわらかい断定を表すことができるため、相手に強いる感じを与えない「~ませんか？」の方がより丁
寧さが高いと判断したと思わ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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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습자를 위한 문자 쓰기의 일고찰 :
히라가나 「や」를 중심으로
진경애
(명지전문대학교)

I. 들어가며
한국에서 일본어 기초학습자를 위한 문자(히라가나와 가타카나)교육 교재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다.
출판사에 따라 펜맨십 또는 가나 쓰기연습 형태로 문자 교육만을 학습할 수 있는 교
재가 있는 반면, 기초 일본어, 독학 일본어 등에서는 쓰기노트를 부록으로 첨부하여 학
습을 유도하고 있다. 교재에 따라 단원을 시작하기 전 맛보기 형태의 설명으로만 구성
되어있는 것들도 볼 수 있다. 이것은 문자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단원에
서 제외될 만큼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뿐만 아니라 문자의 글씨체가 교제
별로 다르고 문자 쓰기의 쓰기 방법 혹은 주의사항 등을 기제하고 있지 않은 교재들도
있다.
본 연구는 현 일본어 교육현장에서 쓰기보다는 읽기 교육에 치중되어 학습자에게 나
타나는 쓰기 오류에 관하여 고찰하려고 한다.
II. 연구내용
일본어를 전공하는 신입생 중 45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습기간을
묻는 질문에 일본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이 6 명(13.3%), 6 개월이하 10 명(22.2%), 6 개월
이상 1 명(2.2%), 12 개월이상 20 명(44.4%), 2 년이상 8 명(17.8%)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
고 히라가나 50 음도(이하, 50 음도라 함)를 암기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한 결과, 50 음도
모두를 암기하고 있는 학생이 20 명(44.4%), 절반 이상을 암기하고 있는 학생이 12 명
(26.7%), 절반에 못 미치게 암기하고 있는 학생이 7 명(15.6%), 전혀 모르고 있거나 다섯
자 내외를 알고 있는 학생이 6 명(1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에서 1 년 이상
일본어를 학습한 학생이 28 명(62.2%)이나 있었지만 실제 50 음도를 모두 암기하고 있는
학생은 20 명(44.4%)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50 음도를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밖에 쓰지
않았거나 전혀 쓰지 못한 학생이 13 명(28.9%)이나 있었다. 50 음도의 경우, 암기한 것을
순서대로 적는 것으로, 실제 50 음도를 자유자제로 읽고 쓸 수 있는 학생은 50%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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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쓰기학습에 많은 비중
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교재 안에서도 글자체를 통일하여 사용하
고 있지 않아 기초학습자들의 쓰기학습에 대한 오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
서 「や」에 대한 글자체별 쓰기를 비교해보았다.
<표1>「や」의 글자체별 쓰기
바탕체

신명조 약자

돋음체

굴림체

や

や

や

や

<표 1>에서 글자체에 따라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기초학습자
를 위한 교재에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은 조사대상자의 「や」에 대한 쓰기를 살펴본 것이다.
<그림1> 「や」

<그림 1>의 경우, 「や」를 바탕체, 신명조 약자, 고딕체류의 글자체를 보고 쓰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2> 「や」

<그림 2>의 경우, <그림 1>과 달리 돋음체, 굴림체류의 글자체를 선택하여 쓰게 된 것
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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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や」와 「ほ」

<그림 3>의 경우도 <그림 2>와 같이 돋음체, 굴림체류의 글자체를 선택하여 쓰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른 문자인 「す」「ら」「ほ」역시 이상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ほ」와 같이 삐침이 있는 글자체는 「し」「ま」의 단
독 문자와 유사하여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I. 마치며
쓰기는 한 번 습관이 되면 고치기 쉽지 않다. 때문에 교수자들은 읽기 학습에 치중하
기 보다 쓰기 학습에 비중을 둔 기초 학습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
막으로 기초학습자들의 쓰기 학습의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글자체의 통일화가 급선무
이며 학습자들이 올바른 문자를 쓸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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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学の日本語授業における文化体験導入について:
伝統文化のうちカルタを中心に高草木美奈
(大眞大学校)

I. 抄録
本稿は大学の授業において文化体験の導入について考察するものである。
韓国京畿道の４年制大学の初級および中

上級レベルの日本語学習者が受講するクラスにおいて

カルタの文化体験を行った。後日、行ったアンケート調査によると、カルタの満足度は全体平均

4.35

であり、他の教室活動と比べても高かった。体験前の説明に加えて文化体験後に「ふりかえりシー
ト」を記入することによって学生自らが体験したことを再考する機会となり、高い数値が現れたとも考えら
れるが、なにより人気の高いアニメなどの大衆文化と接ぎ木することによって関心を持って文化体験がで
きたことが高評価につながったと思われる。
II. 文化体験の導入
文化的要素を学習に取り入れる重要性については、すでに多くの先行研究で述べられているが、
佐々木倫子(2002;218-219)は、これまでの文化は「動機付け、時間的余裕のある時の『おまけ』」
であったが、「『学習者主体型』のパラダイムの転換」が起きているとし、伝統文化だけではなく大
衆文化も「日本語学習の動機にも道具にも、そして、最終目標ともなる(下線筆者)」と言及してい
る。また、韓国の若者の間で日本のアニメやドラマの人気が高いことも佐々木(2002;218-219)の指摘
通りである。
そこで本稿では大衆文化と伝統文化体験を接ぎ木することを目指し、大学の授業にカルタの文化体
験を取り入れ、実践報告をするものである。
III. 調査方法
韓国京畿道にある4年制の大学において筆者が受け持つ4科目の授業でいろはカルタの文化体験
を行った。本稿の対象時期は2018年1学期の中間テスト後の1コマ(90分)であり、1学期1回の遊戯が
中心である。学生数は述べ人数で53人である。
当日の授業の導入として、筆者が自主作成したPPT資料を用いてカルタの背景や遊び方などを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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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程度、説明した。PPT資料の内容の概略は以下の<表1>の通りである。

<表1> PPT資料を用いたカルタの背景と説明
1.言葉の由来
2.カルタの種類

「カルタ」がポルトガル語であること、英語由来の「カード」、ドイツ語由来の
「カルテ」の場合は別のものを指すことをイメージ画像で説明する。
カルタには百人一首、いろはカルタ、郷土カルタなど種類があることをイメージ画像

で見せて説明し、実物も見せる。
日本で公開された「名探偵コナン から紅の恋歌」の予告編の動画、そして、原
3.カルタを題材とした 作は漫画だがアニメと映画にもなった「ちはやふる」の予告編の動画を視聴する。こ
映画の紹介
れらの映画で使用しているのは小倉百人一首であるが、授業ではより簡単ないろはカ
4.いろはカルタのことわ
ざの説明

5.いろはカルタの遊び
方の説明

ルタを使用することを説明する。
韓国語と日本語で同じようなことわざ「花よりだんご」「井の中のかえる」「ちり積
もって山となる」「良薬口に苦し」などを紹介し、ことわざに合った絵が取り札(絵札)
に描いてあることを説明する。
お正月などに親戚が集まって遊ぶ伝統の遊びであり、子供たちは耳からことわざを
聞いて学べること、そして、ルールの説明としては読み札の最初の文字を聞いて、絵
札の 1 文字を探すこと、正しい札を見つけたら「はい」と言って手の平で取ること、読
み手は絵札が合っているか必ず確認すること、間違えた場合はお手付きとして一回休
むことなど、概略的なルールを説明する。

上の<表1>内の3.のように、カルタを題材とした映画の予告編の動画を見るなど、カルタ
について説明した後、グループを作って遊戯の実践をした。
IV. 調査結果
1.ふりかえりシート
体験したことをふりかえって記入する「ふりかえりシート」は国際交流基金(2006:68)を利用した。以
下<表2>は実際の学生の記入の一例である。
<表2>カルタ体験後のふりかえりシ トの記入例
学年
連
番

1

性別
イニ
シャル
3年
(転)
女
IM

今までこんなふうに思っていた

こんなことに気づいた
こんなことがちがっていた

카루타라는 문화체험은 한번
카루타라는 문화 체험 도 보지 못했던 것이라 신기
을 전혀 몰랐다, 대회 하고 재미있었다, 한 번 알
까지 있는 큰 규모인 고나니까, 일본 드라마나 영
화를 볼 때 한 번에 이해할
줄 생각도 못했다.
수 있고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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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っと知りたいと思ったこと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다 체
험했던 문화를 알면 재미있
을 것 같다, 일본 애니메이
션, 드라마, 영화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2018 KAFLE Annual Conference

2

3

4

3年
男
YH

1年
女
KB

1年
男
IG

카루타가 포루투갈에서 유래
된걸 배움, 속담에 기초한
평범한 글자 마추기 카 교육 목적도 있다는 것을 배 포루투갈의 원조 카루타도
움, 탁음과 요음등은 포함되 속담이 원제인가?
드놀이
지 않는 게임이라는 것을 배
움
고등학생때 치하야후루
만화를 짧게 본적이 있
어서 직접 카루타는 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본다는 것이 신기 했고
기대가 되었다
가끔 만화나 애니에서
카루타를 하는 모습이 막상 해보니 조금 어려웠지 정말로 잘 알려지지 않은
나와서 해보고 싶다고 만 재밌었다.
일본 문화를 더 알고 싶다
생각했다.

2.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
後日行った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は以下の<表 3>の通りである。満足度を 5 段階で評価してもらっ
た。

<表3>カルタの満足度調査
1 年男平均
カ
ル
タ

標準偏

N

平均

7

4.14 .378

差

3 年男

1 年女

標準偏

N

平均

4

4.50 1.000

差

3 年女

標準偏

N

平均

9

4.44 .726

差

全体

標準偏

N

平均

6

4.33 .816

差

N

平均

標準偏

26

4.35

.689

差

アンケートの結果は学年別と男女別の4項目に分けて集計したが、いずれも高い数値が現
れた。他に行った教室活動と比べても高かった。
V. 結論
映画「ちはやふる」や「名探偵コナン

から紅の恋歌」という学生にも人気の高い大衆文化を通し

てカルタを紹介し、レアリアとしてのカルタを実際に手に取ったことこそ意味があったと考える。つまり、2
次元から3次元への移行であるが、映像やテキストで「見た」ものから、実物を触って「体験する」
ことは、大きな関心を持たせ、高い満足度が現れたものと考える。ただし、レアリアは必ずしも準備でき
るものばかりではなく、購入するとなると教師側の経済的 時間的な負担もあることから、手に入らないな
ら入らないなりに工夫したり手作りする必要があろう。このような点からもカルタはもっとも導入しやすい伝
統文化体験のコンテンツだと考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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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漢字音의 1･2等韻體系의 비교를 통한 대응규칙고찰 :
韓･中･日･越漢字音의 비교를 통하여
이상이
(명지전문대학교)

초록
上古音과 中古音, 그리고 秦音, 唐音의 흐름은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각 시
대마다의 특징적인 변화양상이 있다. 그 중 秦音을 이루고 있는 唐代의 몇 가지의 音韻
變化를 他國漢字音과 비교하여 고찰한다면 연역적으로 시대추정이 가능하며, 各國 漢字
音에 唐代의 音韻變化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모태추정의 기준도 될 수 있을 것
이다.
漢字文化圈의 각 나라들은 자국의 전승된 고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字音形 및 고형을
연구하지만 단편자료 및 한정된 자료에서 나타나는 자형만으로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따른다. 한자음 연구의 선구자인 과거의 마스페로나 칼그렌과 같이 위대한
학자들의 字音 추정은 방법론적인 연구의 성과에는 크나큰 공헌을 했지만 후학들의 끊
임없는 질타와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각 나라별로 비교와 분석의 고증으로 字
音形을 추정하였지만 각 나라마다의 音韻體系에 대한 이해없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字
音形만으로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이다. 이후, 中國의 학자들은 뛰어난 연
구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보다 근접한 中古音에 대한 재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어의 音韻體系에만 맞추어서 나온 결과이므로 타국한자음에 나타나는 字音形과 비
교한다면 논리에 맞지 않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開口 1 等 模韻의 각 나라별 자료에 나타나는 字音形을 살펴보면 日本漢字
音의 오음에는 –o 형과 –o:형, -ou 형, 그리고 –u 형과 -u:형이 혼재한다. 日本漢字音의 한
음자료에는 –o 형과 -ou 형이 나타나며 韓國漢字音에는 1 音節의 -o 형으로 나타나며 베트
남漢字音자료에는 -ô 형과 –u 형, -a 형, -o 형이 혼재한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한자음의
字音形에 대하여 中古音 模韻에 대한 주요학자의 再構音을 살펴보면, 鄭張尙芳은 /uo/
로 추정하였으나 후에 /u/로 수정하여 재구했으며 Karlgren 은 /uo/로, 王力는 /u/로, 李荣
은 /o/로, 邵榮芬은 /o/로, 董同龢는 /uo/로, 藤堂明保는 /o/와 같이 재구하였다.
模韻은 일본 吳音에서 -o 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u 형이 다수 혼재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그 中古音에 대한 해석도 o, u, uo 등 학자마다 다양하다. 그러나 uo 라고 보
는 견해는 模韻이 開口韻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으며, o 나 u 로 보는 것도 呉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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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o 형과 u 형의 혼재를 설명할 수 없다. 中古音의 多音字로 판단하면 模韻은 上
古音 ɑk 에서 入聲韻尾 k 가 탈락하여 南北朝期에 陰聲韻 ɑu 로 변하고 그것이 다시 高
位化하여 ʌu 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模韻을 ʌu 로 재구하면, 吳音에서 나타나는 -o 형과
-u 형의 혼재, 日本漢字音의 자료인 万葉仮名의 o 段 및 u 段의 혼용, 唐代 이후 u 로의
변화까지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베트남漢字音에서 나타나는
字音形은 일본 漢音에서 나타나는 字音形과 유사하므로 일본 漢音과 비슷한 시기에 유
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唐代에 1 等韻과 2 等韻의 통합은 주요한 음운변화중 하나이다. 1 等韻의 中位母音/ʌ/와
低位母音 /ɑ/, 그리고 2 等韻의 中位母音 /ɐ/와 低位母音 /a/는 각각 切韻音까지 그 구별을
유지하다가 秦音 前期에 1 等韻은 1 等韻끼리 2 等韻은 2 等韻끼리 中位母音과 低位母音
化이 서로 合流하였으며, 秦音 後期에는 1 等韻과 2 等韻이 合流하였다. 이처럼 1･2 等
重韻의 母音이 4 개>2 개>1 개로 통합되는 과정은 어느 나라 한자음의 母胎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즉 低位母音과 中位母音
의 구별, 前舌母音과 後舌母音의 구별여부에 따라 반영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SK 에
서는 1 等韻과 2 等韻의 구별과 같은 前舌母音과 後舌母音의 구별이 없이 中位母音과 低
位母音의 구별만이 있었기 때문에 低位母音은 /ㅏ a/로, 中位母音은 /ɐ/로 반영이 되었
고, 日本吳音에서는 中位母音과 低位母音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後舌母音인 1 等韻은 /
ア a/와 /オ o/로 반영이 되고 前舌母音인 2 等韻은 /ア a/와 /エ e/로 반영되었다. 이처럼
한자음을 받아들이는 국가에 따라서 자국어의 母音體系에 맞는 변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中古音에서 4 개의 구분이 있었던 당시의 차별적 수용양상의 예를 들자면 前舌과 後舌
의 구분이 없었던 SK 에서는 1 等韻과 2 等韻의 구별이 없이 中位母音을 [ㅏ]로, 低位母
音을 [ㆍ]로 변별하여 반영하였으며 일본한자음에서는 1 等韻은 [ア･オ]로, 2 等韻은 [ア･
エ]로 반영되어 前舌과 後舌의 구별이 있었으나 中位母音과 低位母音의 구별이 없다.
즉,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한국한자음에서는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의 구별이 없고 일본
한자음에서는 중위모음과 저위모음에 대한 구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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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고음에서의 1 등운과 2 등운에서는 한국에서 소멸된 음가인 아래아에 대한 반
영까지도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 아래아가 16 세기에 非語頭音節에서 /ㅡ/로 변화하며
소멸했고, 18 세기에 語頭音節에서 /ㅏ/로 변화하여 소멸했다는 것이 통설이지만 아래아
에 대한 음가자체가 불분명하며 이론이 많다. 한국의 국문학계에서도 이론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 아래아에 해당하는 한자음에 대하여 타국한자음의 반영양상을 각 음계별로
비교하여 규칙성을 찾는다.
아래아에 대응하는 한자음을 한국한자음, 일본한자음, 티벳한자음, 베트남한자음까지
이용하려는 것은, 한국한자음에 비해 일본이나 티벳, 베트남한자음은 그 한자음의 유입
시기에 따른 重層性을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아의 반영규칙성과 음가를 추정하
기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저자소개
이상이. 명지전문대학교 강사. (zziv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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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教育におけるメディア リテラシー活動の可能性
金子るり子
(極東大学校)

I. 抄録
日本語を専攻する韓国人の大学生 2~3 年生は、会話や作文などの授業において、敬語、
男性語･女性語の違い、会話体と文語体の違いなどでもたつき正確さに問題があるにして
も、自分の考えをある程度の日本語にして表現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ように大学 2~3 年
生は、個人差はあるにしても、それなりの日本語を使える「中級」レベルの域にあるとい
えよう。この幅のある「中級」レベルの日本語学習者たちは、基本的な文法や文型も学習
し、ある程度の日本語も使えるので、それで「知っている」という思い込みから、与えら
れた課題や活動を簡単に考えたり、時には物足りなく感じたりして、自分の日本語が上達
しているのか実感することもできず、壁にぶちあたって意欲をなくしたり、といった一種
の「惰性」「倦怠期」にも陥りがちである。
このような学習者が自分の日本語能力のレベルアップとそれを実感しながら、同時に、
学習者の知識欲や興味･関心を満足させ、さらに学生たちが将来社会に出て役に立つような
授業デザインの開発を目指して、2015 年から会話と作文の授業において、通常の教材使用
以外に「メディア研究」と称して授業実践を行なってきた。(金子 2018) その授業実践にお
ける成果によって、今後も「メディア研究」活動を積極的に取り入れていくことの必要性
を感じ、2018 年 1 学期に大学 3 年生の会話授業に「メディア研究:シーズン 2」と称して、
通常のフリートーキング授業にプラスして行った。
本発表では、この 1 学期間の授業で行った「メディア研究:シーズン 2」の授業の実践報
告とその成果を考察することである。２では、「メディア研究」の理論的背景であるメ
ディア･リテラシーについて検討する。３では、実際に行った授業事例を取り上げ、その成
果と考察を４で述べる。様々な「メディア研究」を授業活動に積極的に取り入れていくこ
とで、学生たちは自分たちを取り巻く社会や文化に能動的･自律的･主体的な姿勢で取り組
むことができる。その結果、学生たちは総合的な日本語能力のレベルアップとそれを実感
したり、反省したりすることができる。同時に自分の知識欲や興味･関心をも満足させなが
ら、クラスの仲間とのより親しい関係をも作ることができる。さらに「メディア研究」
は、将来社会に出て役立つことも視野に入れた授業デザインともなりうる可能性が認めら
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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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분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아랍어교육
(12동 406호)
시간
13:30 – 14:00

사회자: 최진영 (한국외대)

토론자

아랍어 VP일치구문에서 범하는 학습자들의 실수

김종도
정규영(조선대)

한국 문학에 나타난 직유 표현의 아랍어 번역과 교육 방향: 한강의 『채식주의
14:00 – 14:30 자』와 아랍어 번역서를 중심으로
양희정(한국외대)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아랍어I 교육과정 연구: 2009교육개정과 비교를 통한
14:30 – 15:00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김금년(광주광덕고)
한국문학작품에 나타난 문화소 번역방법 연구: 단편소설의 한-영, 한-아 번역을
15:00 – 15:30 중심으로
김재희(명지대)
사회자: 이규철(부산외대)

(한국외대)
공지현
(한국외대)
김주희
(이화여대)

토론자

대학 초･중급 단계 역진행 수업(flipped classroom)에서 사용되는 아랍어 교재에
16:00 – 16:30 관한 평가
서정민(한국외대)
16:30 – 17:00

고은경

휴식

15:30 – 16:00
시간

(명지대)

Flipped learning에 의한 아랍어 영화활용 교수방안 연구

곽순례
(한국외대)
최진영

이계연(명지대학교) (한국외대)

한국인의 아랍어 구술 담화에 나타난 담화표지 사용 양상 연구: KBS World
17:00– 17:30 Radio 아랍어 방송 인터뷰를 중심으로
조정민(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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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어 VP일치구문에서 범하는 학습자들의 실수
정규영
(조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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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aha al-diku fawqa al-suri kulla yawn?
the cock crowed above the wall everyday
b. al-'ustadhatu ya'kulu al-'aruz?
The female teacher he-eats rice.

a)는 시제상 실수(매일이라는 부사와 과거시제는 어울리지 않음)-동사를 yasih 즉 미완
료형으로 고쳐야 맞음, b)는 SV 일치의 실수(남성 주어와 여성 술어는 일치하지 않음)
Ⅱ. 부문별 분석
일치에서 아랍어의 동사는 주어의 성, 수, 인칭에 일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동사의
경우 접사(접두사, 접요사, 접미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1. 인칭(Person)
아랍어의 동사는 3 인칭(1 인칭, 2 인칭, 3 인칭)에 따라 활용한다. 인칭과 그 주어(명사/
대명사), 동사의 활용형은 일치해야 한다. 아랍어의 대명사는 14 개가 있으며 동사의 형
태는 그에 따라 다르게 활용한다.
2. 수(Number)
아랍어의 수는 단수, 쌍수, 복수로 나뉘며 동사는 수에 따라 어형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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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 시제(Gender and Tense)
아랍어에는 두 가지 성(남성과 여성)이 있으며 동사는 이에 따라 어형변화한다. 시제
또한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에 따라 어형변화한다.
위에서 언급한 부문에서 학습자들의 문법적 실수가 발견된다. 아부 쿠다이리(1994: 49)
에 따르면 이런 실수의 연구는 최근에 소수의 학자들이 관심을 두었을 뿐이다.
예)

ana 'aktubu al-bariha?
I write yesterday

Ⅲ. 아랍학자들의 언어적 실수 분석
고전아랍어 문법학자와 사전연구자들은 일찍이 12 세기 전부터 언어적 실수를 연구했
다.

언어적

실수는

tahrif(deviation),

tashif(misreading,

mispronunciation,

miswriting),

ratana(jargon), lahn(solecism), ghalat(mistake or error), 'awham(false impression),

zalat

lisan(slips of the tongue) 등의 용어로 다루어졌다. 이 용어들은 ‘오인 혹은 오해로 인한
언어의 부정확한 사용과 실수’로 통상 정의되었다(Ibn Makki, pp. 41~45).
이븐 마키가 이 분야에서 행한 연구로 중요한 것은 ‘tathqif al-lisan wa talqih al-janan’
즉 Sharpening the Tongue and Enriching the Mind 란 제목이며 무려 463 쪽에 달한다. 그
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실수를 제시하고 해설하였다.
예)

a. Tala`at al-qamaru?
the moon rise
b. inqala`a sinnuhu?
his tooth pulled out

a)와 b) 모두 SV 일치의 실수,
Ⅳ. 한국인 학습자들의 실수
한국 학생들이 잘 저지르는 아랍어 실수는 다음과 같다.
예 1) a. sunduq al-labani?
유방을 말할 때 한국인 학생들이 대부분 위와 같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thadi 가 맞
다.(Abdallah 1996:141)
예 2) a. 'akaltu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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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의 전환이 되지 않아 실수하는 예. 실제로는 akaltu al-mauza
예 3) a. al-'ardu allati fi wasti al-sahara'i wa biha ma'un wa shajarun?
오아시스 wahatun 이란 단어를 모를 때 풀어서 해석하여 중언부언하는 경우
예 4) a. kahraja `ila al-baghdadi?
정관사가 없는 고유명사에 정관사를 붙여 사용하는 경우.(Abu Khudayri 1992: 27)
Ⅴ.결론
아랍어의 부정확한 사용은 모국어 화자나 아랍어 학습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발견되며
이 실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을 초기부터 실시한다면 아랍어 학습능력 향
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인 학습자의 경우 부적절한 전치사의 사용, 잘못된 성, 성/
수의 일치 면에서 주로 실수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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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학에 나타난 직유 표현의 아랍어 번역과 교육 방향 :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아랍어 번역서를 중심으로
양희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문학에 나타난 직유 표현의 아랍어 번역 사례들을 살펴보고
직유 표현의 번역 교육 방향에 대해 연구하기 위함이다. 비유적 표현은 번역에서 어려
운 과제로 손꼽히는 주제이다. 비유적 표현의 번역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은유 표
현을 다루어 왔지만, 비유적 표현 중 문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은 직유 표현이다. 저자
는 묘사나 감정 표현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표지어로 연결
하는 직유 표현을 활용하는데, 이때 독자와 소통 가능한 어휘를 사용하지만 저자 고유
의 참신한 어조를 반영하기 위해 단순한 표현을 기피한다. 이 때문에 번역사는 직유 표
현의 미학적인 부분과 소통의 기능, 저자 고유의 어조를 도착언어 독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번역 학습자에게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 본 연
구는 2018 년 번역 출판된 한강의 『채식주의자』 아랍어 번역서를 중심으로 직유 표현
에 대한 번역 사례들을 살펴보고 직유 표현 번역 전략에 대해 고찰하며, 직유 표현의 번
역 교육 방향에 대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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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güística Aplicada a la Comunicación(clac), 29, 21-43
Shamsaeefard, M., Fumani, M., Nemati, A.(2013). Strategies for Translation of Similes in Four
Different Persian Translations of Hamlet. Linguistics and Literature Studies, 1(3), 16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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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교육개정에 따른 아랍어Ⅰ 교육과정 연구:

2009교육개정과 비교를 통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김금년
(광주광덕고등학교)

초록
본 연구는 아랍어Ⅰ

교과의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2017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 사항과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 아랍어Ⅰ
사
항과 고등학교 아랍어Ⅰ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중심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이 가능’, ‘학생 참여형 수
업을 활성화하여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 ‘학생의 성장과 수업 개선을 위해 학습의 과정
을

중시하는

평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 학습,

평가의

일관성

도모’,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
함양’이란

바른

인성 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중점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 목표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 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역량중심교육’과 ‘창의융합교
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중등 아랍어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 연구가 필요하다.
지난 2015 년 9 월 23 일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고, 2018
년 고 1 부터 시행중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 개정 내용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내용 및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
으므로 새롭게 개정․ 고시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시작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점으로 다루는 ‘역량중심교육’과 ‘창의융합교육’을 균형 있
게 교수∙ 학습하여, 제 2 외국어 교과가 추구하는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고 와 문화를 경험하고 자신의 언어와 문화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또한 삶에 대한 시각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균형 있는 세계관을 갖게 함으로써 문화의
상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타문화에 대해 관용적인 자세를 갖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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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은 교육의 방향과 실현을 위해 교육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
다. 즉, 앞으로 개정 과정에 있어서 아랍어교육 종사자 및 전문가들과 열린 소통이 이루
어지고 민주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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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작품에 나타난 문화소 번역방법 연구:
단편소설의 한-영, 한-아 번역을 중심으로

김재희
(명지대학교)

초록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2008 년 초판 번역 이후, 맨 아시아 문학상을 받고, 미
국, 이탈리아를 비롯한 28 개국에 번역되어 출판되는 한국문학으로서는 큰 성과를 거두
었다. 하지만, 한국문학이 이룬 이러한 성과와 해외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번역 방법에 대한 비판 또한 적지 않았으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영미
독자들에게 마치 출발언어가 영어였던 것 같은 자연스러움을 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가독성을 위해 문화소 번역에서 많은 출발언어 문화의 특성을 상실했다는 상반된 의견
이 팽팽히 맞섰다. 일부 학자들은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수용자 중심의 번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베누티(1995)의 주장처럼 자국화는 영미번역에서 지배적
인 현상이며 자민족중심주의가 반영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출발어의 의미를 축소하고 왜
곡하는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번역사들도 학자들도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성공
하고 더 많은 한국문학이 해외독자들에게 호응 받길 원하는 목표는 같다. 이러한 목표
아래 학자들은 『엄마를 부탁해』의 독자들의 호응과 같은 반응을 얻으면서도 문화소
상실이라는 비판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번역전략과 방법을 모색 중이다. 영어를 비롯
한 외국어로 번역된 텍스트들은 이러한 학자들의 연구에 기꺼이 제물이 되어 분석되고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문학작품의 세계화는 영미를 비롯한 주류국
가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자료를 봐도, 한국문학의 아랍어번역은 매우 미
비하며 그 결과 아랍어번역에 대한 연구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행히

『엄마를 부탁해』 역시 아랍어로 번역되어 아랍독자에게 소개되었지만, 출발어인 한국
어가 아닌 영어에서 아랍어로 번역된 중역임이 알려져 아랍어번역테스트 연구는 중역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관련 전공자들은 입을 모아 더 이상 중역이 아닌 한국인번역
사와 아랍인이 번역의 모든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번역하는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쏟아지는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 틈에서 아랍어로 번
역된 한국문학작품을 발견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영어와 아랍어를 비롯하여 외
국어로 번역되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코리아나』는 본 연구자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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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히 『코리아나』 매 호에는 다양한 작가의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 단편소
설이 수록되어 있어 연구수행에 꼭 필요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리아나』에 수록된 한국문학작품의 아랍어번역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문학작품에 나타난 문화소1)를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번역사가
문학번역에 있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출발어의 문화권에 포함된 문화소
를 도착어 문화권에 전달하는 작업일 것이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언어로 번역할 때,
필연적으로 틈(gap)이 발생한다. 김도훈은 이를 문화적인 부등성이라고 불렀으며 AlMasri(2009)는 문화적인 손실(losses)로 정의했다. 문화적인 거리가 멀수록 번역사의 개
입은 필연적이며 문화적인 격차가 클수록 번역사의 보상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AlHassan, 2013).
본 연구는 『코리아나』에 수록된 한국단편소설에서 문화소를 선정하여 문화소의 종
류에 따라 분류하여 번역사가 문화적인 부등성을 메꾸기 위해 어떠한 번역전략과 방법
을 사용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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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초∙중급 단계 역진행 수업(flipped classroom)에서 사용되는
아랍어 교재에 관한 평가

Evaluation of Arabic Teaching Materials Used in Flipped Classrooms
for the University’s Elementary and Intermediate Levels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역진행 수업(flipped classroom)의 근본 철학은 교육의 중심이 교사가 아닌 학습자 중심
이 된다는 데 있다.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교실 밖에서
미리 수업을 충실히 준비해 올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이 준비해 온 수업 내용에 근거하
여, 교사는 일방적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대부분의 수업 시간을 할애하기
보다는 학습자들과 상호 소통하며 특정 주제에 관해 좀 더 의미있고 심도 깊은 토론을
하는 데에 수업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아랍어 수업을 예로 들자면, 학습자들은 새로운
어휘와 표현, 문법 사항, 문화에 대한 정보를 교실 밖에서 미리 학습한 후, 교실 수업에
서는 이를 활용 (activation)하고, 시뮬레이션(simulation)하는 데에 수업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 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재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대학의 초∙ 중급 아랍어 수업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재인 Alif Baa 와 Al-Kitaab fii Tacallum al- cArabiyya, Part 1 (Third Edition)을
소개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Alif Baa 는 Al-Kitaab 시리즈의 가장 첫 번째 교재이며, 주로
영어를 모 국어로 하는 학생들에게 아랍어를 교육하기 위한 목표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이 교재 다음에는 Al-Kitaab fii Tacallum al- cArabiyya, Part 1 과 Part 2 를
학습하게 되는데, 본 연 구에서는 아랍어 초∙ 중급 단계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기 때문에
Alif Baa 와 Al-Kitaab fii Tacallum al- cArabiyya, Part 1 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Alif
Baa 는 아랍어를 정 확히 발음하고 쓰는

법을

배우도록 설계된

교재이며, 교재와

더불어 companion website (www.alkitaabtextbook.com)라고 불리는 온라인 자료를 통해
학습자들은 관련 오디오, 비 디오, 쌍방형 혹은 대화형 연습문제들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학습자들은 companion website 와 거의 동일한 학습
자료들을 DVD 를 통해 접할 수 있 다. 한편, Al-Kitaab fii Tacallum al- cArabiyya, Part 1
도 Alif Baa 와 비슷하게 오디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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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문화 관련 자료들을 교재와 DVD, companion website 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이 교
재는 Maha 와 Khalid, 그리고 이들의 가족과 친척들의 이야기에 기반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연습 문제와 활동을 통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문화의 다섯 가지 언어 능력
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위에서 제시한 바대로 해당 교재들의 내용과 구성을 간략히 살펴본 후, 본 연구에서는
Nation and Crabbe(1991)가 제시한 언어 교육 과정 설계를 위한 이론과 그 절차에 기반하
여 이 교재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언어 교육 과정 설
계 절차는 일곱

가지 요소들로 구성된다; 즉, 교육 환경

및

상황에

대한

분석

(environment analysis),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needs analysis), 언어 교육과 관련된 원칙 및
이론의 적용(application of principles), 학습 목표∙ 내용 및 순서(goals, content

and

sequencing), 내용 구성 및 소개 방식(format and presentation),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에
관한 평가 및 모니터링(monitoring and assessment), 수업 계획, 진행 및 결과물에 대한 전
반적인 평가(evalua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앞의 다섯 요소들만 다룰 예정이며, 마
지막 두 요소들은 향후 후속 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Nation and Macalister(2010)가 제시
한 이론에 따라 두 교재들의 장∙ 단점에 관해 언급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장점은
부각되 고, 단점은 상쇄될 수 있도록 이 두 교재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 및 변경,
보완하여
-각 교사의 상황과 필요성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덧붙여질 것이다.
향후 교재 관련 연구들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방법인 ‘내용 분석’ 및 ‘언어
교육 과정 설계를 위한 절차에 근거한 분석’ 이외에도 교재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
문’과 ‘인터뷰,’ ‘수업 참관’ 등과 같이 좀 더 다각화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
석할 필요가 있다. 즉, 이렇듯 다각화된 방법에 의해 분석한 결과물들과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물들을 상호 비교, 대조하여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
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교재 선정과 활용, 그에 따른 교육 과정 설
계 및 개발의 주체인 교사들에게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교사 연수 및 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향후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Brustad, K., Al-Batal, M. & Al-Tonsi, A. (2010). Alif Baa: An Introduction to Arabic Sounds and
Letters (3rd ed.). Washington, DC: Geor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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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pped learning에 의한 아랍어 영화활용 교수방안 연구
이계연
(명지대학교)

초록
최근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Flipped Learning 을 활용한 수업이 교육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 수업에서 탈피하여, 수업 전에 학습자에게 동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미리 제시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수업 중에는
학습자 중심의 활동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학습자간 연습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Flipped Learning 은 학습자와 교수자간 혹은 학습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확대하고
수업의 형태도 수준별로 발전되고 있고 국내에도 이러한 수업이 도입되거나 연구되고
있다(권민정 2015, 임진혁 & 범수균 2012).
그런데 Flipped Learning 은 학습자가 수업 전에 동영상을 통해 사전학습해야 하고 교
수자 역시 활동준비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박태정 &차현진 2015). McDonald & Smith
2013, Tucker 2012).
따라서 본 고에서는 Flipped Learning 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교 3,4 학년 중급이상의 아랍어과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영화를 활용한 수업에 Flipped
Learning 을 접목하는 아랍어 교수법을 제안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Flipped Learning 을 통한 영화 활용 아랍어 교수방안 연구를 위하여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의 활동모형을 개발하고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자간
교육적 상호작용에 기여하는 수업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수업 전 활동위해 동영상 자
료를 개발하는 대신에 영화의 OST 와 OST 중간에 나오는 장면의 내용을 제시한다. 수
업 중 활동에서 수업도입과 수업 중, 수업 정리로 구분하여 활동모형을 제시하고, 수업
후 활동은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교육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e-class 를 통해 과제를 해
결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활동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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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조사.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8(1), 81-97.
윤상돈, 안덕규. (2012). 영화 자막 활용이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연구: 알라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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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공주, 라이언 킹 자막을 중심으로. STEM Journal, 13(3), 73-87.
이동엽. (2013).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교수학습 설계모형 탐구. 디지털정책연구,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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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아랍어 구술 담화에 나타난 담화표지 사용 양상 연구:
KBS World Radio 아랍어 방송 인터뷰를 중심으로

조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 상급 수준의 한국인 아랍어 구사자의 아랍어 구술 담화에
나타난 담화표지 사용 양상을 연구하기 위함이다. 비원어민 화자가 즉각적으로 발화를
생산해 야 하는 경우 원어민 화자보다 발화 중 더 많은 공백이나 발화의 흐름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화의 흐름을 조절하고 시간을 벌 수 있는
담화표지의 효과 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KBS World Radio 아랍어 방송
인터뷰 프로그램인 ‘금 요일이 좋다’에 출연한 한국인들의 아랍어 구술 담화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아랍어 담화 표지 사용 양상에 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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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morstein, M. (2016). Getting to the point: The discourse marker yaʕni (lit. ‘‘it means’’) in
unplanned discourse in Cairene Arabic. Journal of Pragmatics,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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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러시아어교육
(12동 407호)
시간

사회자: 서상국 (단국대)

토론자

Использование электрон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ресурсов в преподавании
13:30 – 14:00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Elena Brichenkova(경희대)

Ekaterina
Popova
(성균관대)

К вопросу о развитии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навыков у учащихся
14:00 – 14:30 продвинутого уровня(презентация учебного пособие «Дорога в
Россию-4» В.А. Божко и Е.В. Поповой)
Valentina Anatolievna Bozko(고려대)

Lyudmila
Yushina
(한양대)

An integrative approach to teaching Russian as a liberal foreign language
안혁
14:30 – 15:00 in college (대학 교양 러시아어 프로그램에서 통합적 수업 모형 사례)
(성균관대)
문성원(안양대)
Ономасистическая лексика фольклореых текстов на занятиях по
15:00 – 15:30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как иностранному
Olga Cpiridonova(안양대)
Svetlana Novichkova(Herzen State Pedagogical University of Russia)
휴식

15:30 – 16:00
시간

Natalia
Blasyuk
(충북대)

사회자: 안혁(성균관대)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파열음 발음 학습에 관한 음성학적 연구 및 교수법
16:00 – 16:30 제시
Diana Kaparushkina(선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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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спользование электрон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ресурсов в преподава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Бриченкова Е.С. (Brichenkova, Elena S.)
(경희대학교)

초록
В наши дн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электрон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ресурсов в преподавании ин
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является актуальной потребностью времени, так как их применение с
оздает уникаль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изучающих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пользоваться аутенти
чными текстами, слушать и общаться с носителями языка, т. е. создается естественная я
зыковая среда. Доступ к электронным ресурсам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обращаться к большо
му количеству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что обогащает занятия, а также в значитель
ной степени облегчает работу преподавателя, повышает эффективность обучения в цело
м. Интернет-ресурсы позволяют восполнять дефицит источников учебного материала, раз
вивать навык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поиск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ъективно оценивать знания и
умения в более короткие сроки. Практически повсеместно можно применять компьютерн
ые технологии, но при этом важно найти ту грань,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сделать занятие по
-настоящему развивающим и познавательным. Использование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
й делает урок современным, влияет на рос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компетентности преподав
ателя, способствует значительному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Анализируя опы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компьютерных технологий на уроках, можно с уверенно
стью сказать, что их применение позволяет обеспечить положительную мотивацию обуче
ния, проводить уроки на высоком эстетическом и эмоц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 (музыка, анима
ция), обеспечить высокую степень дифференциации обучения (почти индивидуализацию),
повысить объем выполняемой на занятии работы почти в 2 раза,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кон
троль знаний, рационально организовать учебный процесс, повыси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урок
а, формировать навыки подлинно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еспечить доступ к
различным справочным системам, электронным библиотекам и др.. Говоря о результатив
ности применения да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мы хотели бы отметить, что те учащиеся, которы
е систематически работают с компьютерными учебными программами при изучении рус
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занимаются проек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повысили свое ка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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ество знаний и умений, участвуют в конкурсах и олимпиадах и показывают хорошие ре
зультаты.

참고문헌
Азимов Э. Г. (2004). Методика применения компьютер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обучении русскому язы
ку как иностранному. Москва: МАКС Пресс.
Атабекова А. А. (2008). Новые компьютерные технологии в преподавани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и
ностранного. Москва: РУДН.
Титова С. В. (2003). Ресурсы и службы Интернета в преподава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Москв
а: МГУ.
Щукин А.Н. (2008). Современные интенсивные методы и технологии об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ым яз
ыкам. Москва: Филомати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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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쉬킨국립러시아언어대학교 러시아어학과 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러시아어학과 교수, 현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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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수준 러시아어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발달에 대하여:
보쉬코와 포포바의 러시아어 교재 «Дорога в Россию-4» 소개를 중심으로
К вопросу о развитии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навыков у учащихся продвинутого
уровня (презентация учебного пособие «Дорога в Россию-4» В.А. Божко и
Е.В. Поповой)
Bozko, Valentina
(고려대학교)

초록
더 많은 러시아어 교과서와 교재가 나타날수록 선택을 더욱 어려원진다. 수업을 위해
교과서를 고르면서 학생들의 언어능력 수준으로부터 민족적 특성까지 많은 요소들을 고
려해야 한다. 학습하는 외국어 환경 밖에서 외국어를 교육하는 경우에 교수자는 맨 먼
저 교재의 의사소통 발달 가능성의 관점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선택한
교재가 학습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러시아어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본 발표에서는 E.A.보쉬코와

E.B. 포포바가 공동으로 저술한 교

재인 «Дорога в Россию-4»를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Е .А . Б о ж к о , Е .В . П о п о в а , (2016)

러시아로 가는 길 4단계. 서울: 푸쉬낀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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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양 러시아어 프로그램에서 통합적 수업 모형 사례
문성원
(안양대학교)

초록
대다수의 대학에서 한 학기 과정으로 개설되는 교양 러시아어 교육은 4 년에 걸쳐 정
해진 교과과정에 따라 의사소통 4 기능 (말하기· 읽기 · 듣기 · 쓰기)을 점진적으로 향상
시켜가는 전공 러시아어 교육과 전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대학 교양 러시아어는 해당 대학의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수강한다. 예를 들어 발표자
가 2017 년 2 학기에 강의한 교양과목 「글로벌 러시아어」의 수강학생은 총 40 명 중,
어문계열 11 명, 사회계열 9 명, 음악전공 9 명, 공학계열 8 명, 신학계열 3 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
학생들의 수강동기는 러시아여행이 13 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수전공이나 전과 가능성
타진, 취업, 선교, 영화나 노래에 대한 관심, 러시아 친구와의 대화 등이었다. 러시아어
학습목표로는 러시아어 알파벳 읽고 쓰기, 간단한 러시아어 회화, 러시아 문화의 이해를
들었다.
이러한 수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교양 러시아어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자 앞에는 한 학
기(총 30~ 45 시간)라는 짧은 기간 안에 러시아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야 한다는 쉽지 않은 과제가 놓이게 된다.
본 발표에서는 발표자가 교양과목 「글로벌 러시아어」수업을 위해 설계하고 실제
로 적용한 한국인 교수와 원어민 교수의 팀티칭 기반, 의사소통 중심 언어 · 문화 통합
수업 모형과 수강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유도하고, 러시아어 의사소통에서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디지털 교육장치 활용 등을 소개한다.

참고문헌

김양희. (2016). 프랑스 언어 ･ 문화 통합 교수 ･ 학습 방법 연구. 외국어교육, 23, 25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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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교육, 24, 15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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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нного. Москва: Русский язы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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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 텍스트 어휘를 활용한 러시아어·문화 교육
Имена собственные в фольклорных текстах на практических занятиях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как иностранному(на примере потешек скороговорок, пословиц
и пошоворок
Cpiridonova, Olga (안양대학교)
Novichkova, Svetlana(러시아 게르쩬 사범대학교)

초록
러시아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러시아어 이름 체계는 습득하기 어려운 언어문
화적 현상 중 하나이다. 러시아인의 이름 체계를 이해하지 못 한다면 문화간 의사소통
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한다. 본 발표에서는 러시아어 학습자가 러시아어 이름의 변이
형태들이 사용되는 의사소통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수방법 중 하나로 러시아어·문화 교육에서 러시아어 민속 텍스트(설화, 민요, 구
전동요, 속담, 수수께끼) 속 등장인물의 이름과 그 이름의 다양한 변이형을 활용하는 교
수방법을 제안한다.
저자소개
Olga Cpiridonova 는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를 전공하였으며 현재 안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Olga3061s@mail.ru)
Svetlana Novichkova 는 러시아 게르쩬 사범대학 소속이며 현재 경북대학교 교수로
다. (novisa@mail.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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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파열음 발음 학습에 관한
음성학적 연구 및 교수법 제시

Diana Kaparushkina

(선문대학교)

초록
본 연구의 주 목표는 현재 한국어를 배우는 실제 러시아권 (러시아 연방 및 구소련의
국가 중심으로)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 실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어 중 파열
음 (ㄱ[k]-ㄲ[k']-ㅋ[kʰ ],ㄷ[t]-ㄸ[t']-ㅌ[tʰ ],ㅂ[p]-ㅃ[p']-ㅍ[pʰ ])과 파찰음 (ㅈ[ʧ]-ㅊ[ʧʰ ]-ㅉ[ʧ'])
구 분하며 발음하는 것은 그 동안 러시아권 학습자들의 최대 난제였으며, 기존 연구나
학 습방법도 전무하다.
러시아권에 한류가 급속도로 퍼짐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을 위한 보다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발음 교육 자료나 방법이 필요해졌고, 따라서 본 연구가 그 실용적
목표를 달성하게 할 수 있다.
주 목표에 달성하기 있어서 단계적인 목표 3 가지를 세운다:
1. 이론 면에서는 러시아어권 학생들이 있어서 음성학적 기초를 인식하기 위해 한국어
와 러시아어의 자음 체계의 음성학적 특징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학생들에게 보여
준다. 그 과정에서 음성학적인 용어 통일화 시켜 음성학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게 한
다. (예: 한국어 파열음 3 가지 자음종류 평음, 경음, 격음 차이와 러시아어 파열음
2 가지 자음 종류 유성음, 무성음).
2. 이론적인 지식을 이용해 실용적 듣기와 학습자의 실제 발음 데이터를 녹음 후 분석
한다.
a) 데이터는 (학생들의 발음 실수) 음향적 분속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Praat' 통해
녹음해서 분속한다;
b) 분속 결과가 나오면 실수의 통계와 체계를 만들고 실수의 원인을 찾고 원인의
발생 이유를 분속한다. 실수 원인이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러시아어권
학습자들은 한국어 발음할 때 조음적 실수와 청취 실력 부족 때문이다;
c)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실수를 제거하기 위해 한국 발음 교
재를 개발한다. 그 교재는 두 가지 방향을 가진다: 한국어 올바른 조음 및 청취
능력 키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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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의 저자는 여러 러시아 문헌과 교재를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글의 러시아 번
역시 단어의 표준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문학을 러시아 번역시 번역자에 따라 러시아어 표기가 다르게 나타나
다. 따라서 본 연구 목표 중 하나는 키릴문자(러시아어)로 올바른 한글 transcription 기호
를 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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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분과

지구촌 공동번영을 위한 스페인어/그리스어/라틴어교육
(12동 408호)
시간
13:30 – 14:00

14:00 – 14:30
14:30 – 15:00
15:00 – 15:30

사회자: 심상완 (단국대)

윤영순
(한국교육
이강국(한국외대)
과정평가원)

스페인어 관용어의 의미 형성에 작용한 역사-문화적 요소 연구
스페인어교육에서의 문화: 문학교육을 중심으로

16:00 – 16:30

심영식
유왕무(배제대)

지역사회 통역을 위한 스페인어 교육

(선문대)
이강국

박소영(한국외대)
방향부사의 방향성 상실에 대한 학습자들의 판단 기준

(한국외대)
박소영

곽재용(육군사관학교)

(한국외대)

휴식

15:30 – 16:00
시간

토론자

사회자: 심상완 (단국대)

토론자

PBL을 활용한 '스페인어 청취' 수업 II

곽재용
심영식(선문대) (육군사관학교)

(그 리스 어교 육 )
16:30 – 17:00 현대 그리스어 전치사 학습자 오류분석과 교육제안

손윤락
김혜진(한국외대)

(라틴어교 육 )
17:00– 17:30 대학 교양강좌로서 라틴어 교육 방법론

김혜진
손윤락(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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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관용어의 의미 형성에 작용한 역사-문화적 요소 연구
이강국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관용어를 접하게 된다. 대부분의 관
용어는 핵심 어휘의 의미를 바탕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핵심 어휘가 고유명사나 대명
사인 경우에는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런 경우에는 해당 관용어의 의미 형성에 작용한 역사-문화적인 요소를 살펴보아야만 한
다. 본고에서는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관용어들을 골라 그 의미형성 과정에서 작용한
요소들을 살펴볼 것이다.
poner pies en polvorosa 는 “재빨리 도망치다 (=huir, escapar precipitadamente)”라는 의미
를 갖는다. DRAE 에 따르면 polvoroso(a)는 형용사이므로 전치사와 함께 쓰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명사라는 뜻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일까?
Cuando veo a unos amigos que se acercan sonriendo y con globos llenos de agua en la
mano, ¡pongo pies en polvorosa! 나는 친구들이 웃으며 손에 물이 가득 든 풍선을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면 재빨리 도망친다.
이 관용어구의 유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된다. 첫째는 과거 대부분의 길이
비포장이었을 때 재빨리 달리면 나던 먼지 구름에서 유래했을 것이라는 설이 있다. 두
번째는 9 세기 아스투리아스의 알폰소 3 세가 Órbigo 강변, 정확하게는 Polvorosa 들판에
서 이슬람교도들을 맞아 큰 전투를 벌였다고 한다. 마침 월식이 일어나자 이슬람교들이
당황해 하는 틈을 타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한다. 이 때 이슬람교도들이 ‘걸음아 날 살
려라’고 도망쳤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세 번째는 16-17 세기에 범죄자들이 주
로 사용하던 은어에서 유래했다는 설인데, 당시 ‘길(calle)’, 특히 ‘먼지가 가득한 길’을
polvorosa 라고 했다는 것이다.
(estar) en Babia 는 직역하면 “Babia 에 (있다)”이지만, 실제 의미는 “sin enterarse de lo
que ocurre alrededor” 즉 “주변 일에 관심을 갖지 않다”이다.(DRAE) Babia 가 어떤 곳이
길래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것일까?
Babia 는 레온에서 북서쪽으로 약 40-50km 정도 떨어져 있는 comarca(우리 식으로는
‘면’ 정도에 해당)로 중세 때 레온 왕실의 휴양지로 이름이 높았다고 한다. 국왕이 업무
를 내팽개치고 이 지역으로 자주 놀러가 자리를 비우면서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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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ú, como vives en Babia, no la has felicitado. 너는 바비아에 살고 있으니까(=주변 일에
관심 없이 살고 있으니까) 그녀를 축하해주지 못했잖아.
No se ganó Zamora en una hora 는 말 그대로 “사모라는 단 시간에 점령되지 않았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언제 사모라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것일까?
이 관용어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Al buen callar llaman Sancho 라는 관용어구를
이해해야 한다. 이는 ‘적절한 때에 입을 다물 줄 아는 사려 깊은 사람’을 칭찬할 때 쓰
는 표현으로 “사려 깊다”는 의미인데, 우선 여기서 등장하는 Sancho 는 대체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것일까?
이 관용어에서 등장하는 Sancho 는 카스티야의 왕인 Sancho Ⅱ 이다. 흔히 생각하기 쉬
운 세르반테스의 Don Quijote 에 등장하는 Sancho Panza 가 아니다. 역사에 따르면, 1065
년 카스티야와 레온의 통합군주인 Fernando Ⅰ 는 죽으면서 제국을 산초, 알폰소,
가르시 아, 엘비라, 우라카 등 다섯 명의 자식들에게 분할 상속했다. 장남인 산초는
카스티야 왕 국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라가 우라카에게 돌아가자 불만을
품었다. 그러나 부왕의 임종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섣불리 불만을 표출했다가는
대사를 그르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위 표현은 이처럼 불만이 있어도 상황에
맞게 입을 다물 줄 알았던 산초의 참을성을 칭찬하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산초는 부친의 유언을 무시하고 과거와 같이 왕국을 통합하고
싶어 했다. 특히 사모라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도시였
다. 우라카는 레온을 물려받은 알폰소와 손잡고 용감하게 맞서 싸웠다. 포위가 장장 7
개월 간 지속되었으나 사모라인들은 끈질기게 저항했다. 산초는 결국 사모라를 함락시
키지 못했다. 위 관용어는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Acabas de empezar las prácticas y ya quieres examinarte del carné de conducir? Ten
paciencia, hombre, que no se ganó Zamora en una hora.
운전 연습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면허 시험 보려고? 인내심을 가져봐, 사모라
는 단 시간에 점령되지 않았어. (=노력하며 기다려봐.)
비슷한 표현으로 Zamora no se ganó en una hora 또는 No se tomó Zamora en una hora
가 있다. Roma no se hizo en un día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유사
한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다.
Ten paciencia, Roma no se hizo en un día. 인내심을 가져,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
지 않았잖아.
시간이 흐를수록 사모라의 상황은 악화되어만 갔다. 아무리 사모라가 두에로 강을 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천혜의 요새라 해도 작은 도시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카스
티야의 대군 앞에서 버티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때 Bellido Dolfos 라고 알려진 인물이
몰래 사모라를 빠져나가 산초 진영으로 넘어갔다. 산초의 신임을 얻는데 성공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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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틈타 산초를 암살했다.
그가 암살에 성공한 후에 도망쳐 들어온 성문은 Puerta de la Traición 으로 불렸으나
2010 년 Portillo de la Lealtad 으로 개명했다. 사모라의 주요 성문들 중 하나로 Iglesia de
San Isidoro 앞에 위치해 있다. Bellido Dolfos 는 국왕 살해범으로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역사에서는 왕을 암살한 배신자(traidor)로 알려져 있으나 당시 사모라인들에게는 영웅
(héroe)이었을 것이다.
스페인 중세 문학의 백미인 Cantar de mio Cid 는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전개된다.
시드를 비롯한 카스티야의 귀족들은 주군인 산초가 살해되자 산초의 동생이자 레온의
왕인 알폰소의 공모 여부를 의심했다. 그러나 심증만 갈 뿐 물증이 없었고 산초가 죽은
이상 카스티야의 계승권은 알폰소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군주로 받아들
였다. 이 과정에서 시드는 충성을 맹세하기 전에 알폰소에게 형인 산초의 죽음에 관여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신하들 앞에서 공언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알폰소는 굴욕감을
느끼고 앙심을 품게 되었으며, 시드가 충성을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하는 계
기가 되었다. 표현들은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한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들이다.
armarla 는 DRAE 에 따르면, “provocar un alboroto”, 즉 “대소동을 일으키다”라는 의미
로 쓰인다. 그렇다면 이 관용어에서 쓰인 la 는 어디서 온 것이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
가?
Se dejó el grifo abierto y la armó. 수도꼭지를 열어 놓았더니 난리가 났다. (DRAE)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armarse la de Dios (es Cristo)를 살펴봐야 한다. 이
관용어의 의미 또한 이와 유사하게 “organizar(se) un gran lío o un jaleo”, 즉 “큰 소동이
일어나다”이기 때문이다.
Los despidieron y se armó la de Dios es Cristo. 그들을 해고하자 큰 소동이 벌어졌다.
(Salamanca 사전, p.126)
이 관용어의 형성은 325 년에 열렸던 제 1 차 니케아 종교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Buitrago, 1995:28). 이 종교회의의 최대 현안은 예수의 신적 지위에 관한 논쟁이었다.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 존재임은 인정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몸을 통해 창조
된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신과 동일체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아리우스파의 주장과 예수는
인간의 몸을 통해 태어났으나 성부, 성령과 동일체라고 주장하는 아타나시우스파, 즉 삼
위일체파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로 미루어보면 위 관용어에서 쓰인 la 는 la
encarnación, 즉 ‘화신(化身)’으로 해석되며, 이를 두고 상반된 두 주장이 충돌한 것이었
다. 종교에서 가장 민감하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신성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니 얼
마나 치열했을지 짐작이 갈 것이다.
armarse la de San Quintín 도 “(싸움, 난리법석, 대소동 등이) 일어나다, 벌어지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관용어이다. 여기서 말하는 la 는 무엇이며, San Quintín 은 어디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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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가?
이 관용어는 1557 년 8 월 10 일 사보야 공작인 Manuel Filiberto (1528-1580)가 지휘하는
스페인 군이 San Quintín(프랑스어 Saint Quentin)에서 프랑스의 프랑수와 1 세의 군대를
크게 격파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San Quintín 은 파리와 벨기에 사이에 위치해 있는 도
시이다. 펠리페 2 세는 이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념하여 El Escorial 궁전을 지었다. 마침
산 킨틴 전투에서 승리한 날인 8 월 10 일은 산 로렌소 성인(225-258)이 순교한 날이기도
하다. 이런 인연으로 펠리페 2 세는 이 궁을 산 로렌소 성인에게 헌정했으며, 궁의 이름
도 El Escorial de San Lorenzo 로 지었다. 이 성인이 석쇠 위에서 순교했다고 해서 궁의
내부 정원을 석쇠 모양으로 지었다고 한다.
Estoy muy enfadado con Marta. ¡Si nos vemos después, se va a armar la de San Quintín!
난 마르타에게 무척 화가 나 있어. 나중에 만나면 한바탕 할 거야.
armarse la marimorena 도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쓰인다. 여기서 쓰인 marimorena 라는
어휘는 여성의 이름인 María Morena 에서 나온 것이고, 성탄절 때 많이 부르는 민요
(villancico)에도 나오는 이름이다.
Ande, ande, ande La Marimorena
Ande, ande, ande que es la Nochebuena
En el portal de Belén hay estrellas, sol y luna
La Virgen y San José, y el Niño que está en la cuna [...]
여기서 나오는 La Marimorena 는 성모 마리아를 지칭하는 말이다. La Virgen, La Virgen
María, Nuestra Señora 이외에도 La Virgen Morena, La María Morena, La Moreneta 등으로
도 불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 관용표현에서 등장하는 marimorena 와 성모 마리아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관련이 없다’이다. 그럼 왜 이런 표현이 쓰이게 된
것일까?
Iribarren(1996)에 따르면, 1579 년 마드리드에 Alonso de Zayas 와 그의 부인인 Mari
Morena 가 운영하는 술집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좋은 포도주는 상류층 고관대작들에
게만 팔았을 뿐 일반인에게는 팔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날 한 무리의 군인들과 그 포도
주 판매 문제로 시비가 벌어졌는데, 집기들이 다 부서지고 사람이 다칠 만큼 큰 싸움으
로 번져 재판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마드리드가 시끌벅적했다고
한다. 여주인의 성격이 하도 드세고 힘이 세서 지금까지 그 이름이 관용표현으로 전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María Morena 는 만인을 품는 온화한 어머니의 이미
지로 유명한데, 스페인의 María Morena 는 성격이 드센 것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있
다. 이런 과정을 거쳐 관용표현에서 쓰인 marimorena 는 ‘riña, pendencia, camorra’ 즉 “싸
움”이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다.
Los vecinos del 5º piso han tenido una confrontación muy fuerte. En unos minutos se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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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ado la marimorena. 6 층 주민들끼리 심한 다툼이 있었고 몇 분 있다가 한바탕 싸움이
났어.
armarse la gorda 역시 “sobrevenir una pendencia, discusión ruidosa o trastorno político o
social.(DRAE)”, 즉 “싸움, 변혁, 대 소동을 일으키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렇다면 la
gorda 가 왜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형용사 gordo(a)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DRAE 에 따르면, gordo(a)는 “뚱뚱한, 살찐(muy abultado y corpulento)”이라는

일반적인

의미 이외에도 “큰, 거대한(muy grande, fuera de lo corriente)”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중요한”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Ha tenido un accidente gordo./ premio gordo. 성탄절에
추첨하는 복권(Lotería Nacional)도 액수가 가장 크므로 El Gordo 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단지 ‘뚱보’라는 의미보다는 ‘가장 큰 추첨(sorteo)’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armarse la gorda 의 la gorda 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 의미 형성은 1868 년 9 월에 일어난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왕은 Isabel
II 로, 태어난 지 3 년 만인 1833 년 왕위에 오른 인물이다. 당시 나이 38 세였으며, 무능
과 거듭되는 실정으로 경제는 피폐해졌으며 사회는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다. 1868 년 들
자 혁명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바에 모이면 ‘혁명(revolución)’에
대해 수군거렸다. 그러나 비밀경찰과 밀정들의 감시 때문에 함부로 revolución 이라는 용
어를 입 담지는 못했고, 대신 la gorda “그 큰 놈”이라는 은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즉 ‘무
능한 현 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 엄청난 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1868 년 9 월 19 일 Juan Prim, Francisco Serrano, Juan Bautista Topete 장군 등이 진보주
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혁명을 일으켰다. 9 월 30 일 이사벨 2 세 여왕
이 퇴위하고 프랑스로 망명을 떠났다. 초기에는 혁명이 성공한 듯이 보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는 또 다시 일정한 구심점 없이 계속 혼란스러웠고 사회도 안정되지 못했
다. 그 사이 대중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 결국 대중들이 꿈꿨던 것은 ‘모든 혁명의
어머니, 최종적인 혁명’, 즉 La Gorda 였으나, 결과는 기대했던 것만큼 gorda 하지 않았다.
결국 La Gorda 는 다시 대중들의 가슴 속으로 숨어들어가 “organizar(se) un gran lío”와
동의 표현이 된 것이다.
Como no les hagan caso, se va a armar la gorda. 당신들이 그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으
시면, 큰 싸움이 날 겁니다. [Salamanca 사전, p.126]
la espada de Bernardo 또는 la espada de Bernardo, que ni pincha ni corta 의 의미는
“para calificar de inservible o de inútil a alguien o algo.”(DRAE), 즉 “쓸모없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다. 그런데, Bernardo 가 누구 길래 또 그의 검이 어떠했
기에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것일까?
En esta empresa mandan todos menos el director, que ni pincha ni co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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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업에는 찌르지도 자르지도 못하는(=힘도 영향력도 없는) 부장 빼고는 모두가 명
령한다.
El secretario ni pincha ni corta en esta comisión. 비서는 이 위원회에서는 찌르지도 자르
지도 못한다.(=아무런 발언권도 영향력도 없다.)
Bernardo del Carpio 는 Saldaña 의 백작인 Sancho Díaz 와 아스투리아스의 알폰소 2 세의
여동생인 doña Jimena 사이에서 태어났다. 778 년에 일어난 론세스바예스 전투에 참전해
샤를마뉴의 조카인 롤랑을 죽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롤랑은 중과부적으로 죽음이 목전
에 다다랐음을 직감하고 애검 Durandarte 를 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있는 힘껏 바위
에 내리쳐 칼날을 모두 망가뜨렸다고 한다. 베르나르도는 적장을 죽이고 두란다르테를
전리품으로 얻었으나 이미 칼날은 다 망가져 ‘que ni pincha ni corta’ 상태였던 것이다.
이 관용어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유래된 것이다.
관용어는 넓고 다양한 의미를 간단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널리 쓰인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관용어를 알아두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ELE
와 같은 인증시험을 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핵심
어휘가 고유명사이거나 대명사인 경우에는 의미를 짐작하기 매우 어렵다. 사전적 의미
만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오역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고유명사를 자신이 알
고 있는 다른 것으로 오인하거나 대명사를 임의로 해석한다면 본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
른 그릇된 해석이 되기 때문이다. 교수자 입장에서는 특히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
런 경우에는 해당 관용어의 의미가 형성된 역사-문화적 과정을 반드시 살펴봐야만 실수
를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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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교육에서의 문화:
문학교육을 중심으로

유왕무
(배재대학교)

초록
외국어교육과 문화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외국어는 외국문화 속에서 의미를
가지며, 외국어교육과 문화교육은 상호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학습 대상 언
어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자가 자기 문화와 타 문화 간의 차이를 받아
들이는 이문화 이해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스페인어 교육에서는 고급문화, 생활문화,
언어문화, 지역학적 문화로 대별되는 모든 문화를 모두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문화내용
의 취사선택보다는 어떤 문화를, 언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외
국어 습득에 있어서 문학작품은 의사소통능력향상과 문화교육 재료로써 중요성을 가진
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에게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어떻게 스페인어권 문화를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를 살펴볼 것이다. 많은 문학작품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작품을
선별하여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이다. 대부분의 중남미문학 작품은 우
리가 문화교육의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는 일상생활패턴으로서의 문화적 요소들을 고루
담고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더 큰 구조 속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콘텍스트를 중심으로
작품을 선별하고 그에 합당한 학습활동 내용과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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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2018 KAFLE Annu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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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역을 위한 스페인어 교육
박소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지역사회통역(community interpreting)은 지역 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과 사회 통합 그리
고 지역 사회의 특수한 산업수요 유발 및 공공행정 선진화에 기여하는 통역을 말한다. 일
반적으로 지역사회통역은 관공서, 은행, 병원, 법원, 경찰서 등의 특정 기관에서 이루어지
는 통역을 의미하나, 최근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결혼이민자 지원
통역, 관광 및 교통 통역, 교육 시설 통역 등 다양한 형태의 통역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중국어를 비롯한 아시아어와 의료 통역 수요가 많은 영
어, 아랍어, 러시아에서 비해 지역사회통역 교육에 대한 스페인어 부문의 준비는 이들 언
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사회통역에 관한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실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스페인어-한국어 통역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커리큘럼 디자인을 설계를 목표로 한다. 지역사회통역 수요를 고려할 때, 의료,
사법 외에도 행정, 언어 등과 같은 공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통역 기법을 고려할
때, 순차, 동시 통역보다는 양방향 대화 통역 등 다면적 통역 기법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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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hufspsy@gmail.com)

발표언어: 한국어
- 32 -

2018 KAFLE Annual Conference

방향부사의 방향성 상실에 대한 학습자들의 판단 기준
곽재용
(육군사관학교)

I. 들어가는 말
Real Academia Española(2010: 581)(앞으로 RAE 로 표기)는 장소의 부사(adverbios de
lugar)는 지시적 부사(adverbios demostrativos: aquí, ahí, allí, acá, allá, acullá)와 처소관련
부사(adverbios de relación locativa) 두 부류로 구성된다고 기술하고 처소관련부사는 다시
두 개의 하위 분류로 나누어 기술한다.
(1)

A 위치부사

B 방향부사

(adverbios de unicación)

(adverbios de orientación)

delante / detrás
encima / debajo
dentro / fuera

adelante / atrás
arriba / abajo
adentro / afuera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어휘표’에는 위 (1)에 제시된 처소관련부사들 중
adentro, afuera, atrás 를 제외한 9 개가 제시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집필된 일반계 고등학교 스페인어 교과서인 『스페인어 I(2018)』에서는 A 그룹의 부사
를 아래 <그림-1>과 같이 모두 소개하고 있다.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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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 그룹의 부사 중 adelante 의 경우 방향부사가 아닌 (2)와 같은 관용표현만으로
제시하며 arriba 는 동일 교과서 Vocabulario 부분(p. 171)에서 ‘adv. 위로’처럼 제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부에서는 ‘발음편’에만 소개되며 방향부사에 해당하는 용법
을 갖는 어휘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2) A : ¿Puedo entrar?
B : Sí, claro. ¡Adelante!
『스페인어 I(2018: 77)
『스페인어 I(2018) 』은 결론적으로 위치부사에 대한 학습내용은 제공하지만 방향부
사에 대한 학습 내용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문제의 제기
『스페인어 I(2018) 』과 달리 『스페인어 II(2018: 153) 』에서는 아래 <그림-2>와 같
은 듣기 연습을 통해 방향부사 abajo 의 용법을 접하게 된다.

<그림-2>

[녹음대본]
①

Párese derecho. Levante los brazos. Luego una las palmas de las manos por encima de la
cabeza. Doble una pierna y ponga la planta del pie en el muslo de la

otra

pierna.

Mantenga el equilibrio.
②

Siéntese en el piso y estire la pierna derecha hacia adelante. Doble la pierna izquierda y
ponga la planta del pie en el muslo de la pierna derecha. Tóquese la punta de los de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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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la pierna derecha con la mano derecha. Mantenga la espalda recta.
③ Párese derecho. Levante los brazos y una las manos por encima de la cabeza. Luego,
inclínese hacia la derecha, vuelva al centro y después inclínece hacia la izquierda.
④

Acuéstese boca abajo. Ponga las manos a los lados del pecho. Estire los brazos y levante
el tronco.
『스페인어 I(2018) 』과 『스페인어 II(2018) 』은 위치부사의 예시와 그와 관련된 학

습 내용이 비교적 자세히 제시되지만 이에 비해 방향부사의 학습은 위 <그림-2>와 [녹
음대본]을 접하는 경우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RAE(2010: 582)는 아래의 (3)의 예문들처럼 유럽 스페인어와 달리 미주대륙의 스페인
어에서 방향부사가 보어를 취하는 현상을 언급하고 이러한 경우 방향의 의미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방향부사가 위치부사로 변하게끔 한다고 설명한다.
(3) a. Jamás se me habría ocurrido que adentro de un manicomio uno pudiera sentirse
mucho más seguro. (Edwards, Anfitrión)
b. Y te callás la boca, ¿entendés? Ni una palabra afuera de acá. (Pavlovsky, Galíndez)
c. Se ve en un estrado abajo de la pantalla del cine local. (Pitol, Juegos) d. Se
encontraba arriba de la escalinata. (Azancot, Amores)
e. No me parece que se trate de jugar una carta atrás de otra como en el truco. (Piglia,
Respiración)
f. Viene adelante de ellos. (Aridjis, Moctezuma).
RAE(2010: 582)
그렇다면 방향성이 없어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며 원어민과 비원어민인 학습자들은
유럽 스페인어와 라틴아메리카 스페인어의 차이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인
가?
3. 대안 모색
Tortora(2008)는 이탈리아어 예문 (4a,b)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예문을 (5a,b)로 제시하고
(5a)를 unbounded interpretation, (5b)를 bounded interpretation 으로 설명한다.
(4) a. Gianni era nascosto dietro all' albero.
G was hidden behind at the tree
b. Gianni era nascosto dietro l'alb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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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was hidden behind the tree
Tortora(2005: 307)
(5) a. Juan se había escondido bosque adentro.
b. Juan se había escondido dentro del bosque.
Tortora(2008: 274)
즉 어순의 차이와는 별도로 전치사 a 의 출현여부가 상(aspect)적 차이를 결정한다는
것이 Tortora 의 설명이다. 곽재용(2012)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adentro 의 경우 dentro 와
전치사 a 의 형태-통사부 상에서의 융합 가능성을 언급한다. 이는 방향부사인 adelante,
atrás, arriba, abajo, adentro, afuera 등은 모두 방향을 의미하는 전치사 a 와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사전상에서 독립적인 부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
는 어휘들이지만 곽재용(2012)에서도 언급하듯이 adónde 가 해당 책의 어휘표에 수록되
지 않아도 L2 화자들은 학습과정에서 ‘a dónde’에 기초한 ‘adónde’의 유형에 대해 충분
히 인지가 가능하며 따라서 전치사 a 가 자신과 공기하는 위치부사 dentro 와 공기하는
경우 adónde 처럼 ‘a dentro’가 아닌 ‘adentro’를 출력(output)할 수 있는 L2 내에서의 일반
화(generalization)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3)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방향성
과 관련된 전치사 a 와의 합성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3)의 경우는 방향성의 의
미를 모두 결여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스페인어에서는 전치사 a 는 방향성의 의미를 갖는 용법 외에도 영어의 ‘at’과 같이 정
태적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6) a. El libro está al lado del ordenador.
b. El libro está a la derecha del ordenador.
(6)의 예문들은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에 사용되는 전치사 a 가 방향성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a. Kitàbí dé

a mwá

táb`э l. books

Det at

under table
‘The books are under the table.’ Holmberg(2002: 163)
b. Los libros están debajo de la mesa.
c. Los libros están abajo de la mesa.
(8) a. I libri sono A sotto il tavolo PLACE.
b. The books are AT under the table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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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Pstat (at) [

DPplace

[AxiPartP under [PP P [NPplace the table [PLACE]]]]]]]
Cinque(2010: 5-6)

Cinque(2010)는 DPPLACE 를 선택하는 정태적 의미의 전치사가 비음성실현될 가능성을
언급한다. 비원어민 학습자들은 abajo 의 경우 독립적인 방향부사로 학습하여 (7b)를 올
바른 문장으로 판단하고 (7c)와 같은 경우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판단하지만 라틴아메리
카의 원어민들은 abajo 를, bajo 와 전치사 de 가 형태-통사부에서 복합전치사(cf.
Jackendoff(1990), Svenonius(2006, 2007, 2008))와 같은 합성이 이루어지듯이, bajo 와 전치
사 a 의 형태-통사적 합성으로 직관적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통사적 도출
구조를 가정한다고 볼 수 있다.
(9) [PPstat a [

DPplace

[AxiPartP bajo [PP P [NPplace la mesa [PLACE]]]]]]]

비원어민 학습자와 달리 원어민 화자들은 직관적으로 문법적 전치사인 a 가 문맥과 용
법에 따라 매우 가변적임을 판단하므로 bajo 의 기본적인 의미를 유지하면서 전치사를
방향성을 갖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면서 형태-통사상에서 합성의 방식을
사용하지만 비원어민인 스페인어 학습자들은 이러한 가변적 도출의 능력을 갖기에는 어
려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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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L을 활용한 ‘스페인어 청취’ 수업 II
심영식
(선문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학습자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청취수업을 학습자 주도의
능동적 수업으로 유도하고자 PBL(Problem-Based Learning)을 활용한 스페인어 청취 수업
의 후속 연구 계획 및 결과이다. 첫 번째 문제중심학습 교과목 개발은 2017 년 2 학기 스
페인어 청취 수업에서 이루어졌다. 한 학기 동안 두 가지 문제 상황이 제시되었으며 매
주 3 시간의 수업 중 1 시간은 PBL 기반 수업, 2 시간은 문제 해결 과정에 필요한 내용
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모듈 1, 2 각각의 과제 수행 이후 작성된 성찰일지를 검토한
결과, 학습자들은 PBL 과제 수행을 통해 기존 강의와는 다른 실질적 경험을 하고 학습
측면에서도 능동적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경험 측면에서는 그룹 활동을 통
한 협력, 실제 직업 체험, 문제의 단계적 해결 과정의 인식이 중요 결과이며, 학습 측면
에서는 정보 수집 능력, 청취 능력, 자기 주도 학습 능력 개발이 긍정적 결과이다. 특히,
자기 주도 학습 능력에 있어 스페인어 학습 방법에 관한 자율적 재고, 청취에 있어서의
배경지식의 중요성 인식 등은 본래 수업의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반
면, 성찰일지에 제시된 개선 요구 사항으로는 자율적 팀 구성, 팀원 간 이견 조정의 어
려움, 인터뷰 대상자 지원책과 제도적 지원, 과제 수행 계획서 작성 등이 있었다.
2018 년 2 학기에 재개되는 PBL 활용 스페인어 청취 수업에서는 더 원활한 과제 수행
을 위해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과제 수행 전, 후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할 것이다.
우선, PBL 모듈을 시작하기 전에는 PBL 과 과제 수행 계획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PBL 수행의 예와 과제 수행 계획서의 견본이 제시될 것이며, 인터뷰 대상자와의 접촉이
용이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조 편성과 구성원간 이견 조정의 어려움을 줄
이기 위해서 팀 구성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와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다. 모듈 1,
2 의 문제 제시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한 인터뷰 주제를 선택할 것이며, 인터뷰 시간도
기존 PBL 결과를 반영할 것이다. 학습자가 제출할 결과물에 있어서는 영상물에 자막 처
리를 한 것이 효율적이었으므로 문제의 내용에 자막 처리를 명시할 것이며, 결과물 발
표 시에는 발표 시간을 늘려 충분한 공유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다. 1 차 PBL 활용 스
페인어 청취 수업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충 또는 개선해 학습자들이 실질적으로 문제해
결능력을 개발하고 기존 수업과의 차별성으로 수업 만족도를 높여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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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그리스어 전치사 학습자 오류분석과 교육제안
김혜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그리스어 전치사 한국에서 Σ Ε (이하 se)는 현대 그리스어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전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e’는 영어의 공간 전치사(spatial prepositions)로
분류되 는 in, at, on 등의 의미영역과 겹치고, 경우에 따라 그보다 더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한국어에 대응하면 부분적으로 조사 ‘에’와 ‘에서’ 이외에도
다양한 조사의 의 미에 그 영역이 걸쳐 있다. 다른 전치사와 정관사와 함께 사용되고
숙어로 사용되는 구 문에도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의미 영역을 적절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데 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의 형태가 많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그리스어 전치사가 se 의 형태 자체보다는 여러 가지 용법을
익히는 것이 어렵다. 특히 다른 전치사와의 조합에서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문법
수업 기말고사 답변의 오 류분석을 통해 한국인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짚어보고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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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양강좌로서 라틴어 교육 방법론
손윤락
(동국대학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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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classical Latin used in the flourishing period of Roman culture, i.e. from 1 century BC to

1st century AD.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Latin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It first
examines the status of Latin in Korea and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ethodology in the
realities of Latin education which has fallen into a few foreign languages. The main part of
paper focuses on three methodologies related to educational contents of Latin.
i) As a historical approach to language, it refers to the understanding about the tradition of
Indo-european language, the mother language of the romance languages, and the root of the
Western languages.
ii) As a grammatical approach, I explain the contents of traditional Latin education in
phonology, morphology, and syntax.
iii) As a cultural approach, I argue the need for a cultural approach in the Latin class of
liberal units in non-Western countries and deal with the methodology of using Roman culture
and literary content in Latin education.
In conclusion, I find that it is desirable for grammar, literature, and cultural content to be
harmonized in Latin education, and suggests specific methods. Through this study, I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Latin language education, which is valuable not only as
an academic tool but also for a global citizen of the global era, in the university edu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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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라틴어는 서구 언어들의 조상이며 로망스어의 모어로서 흔히 “사어”라고 일컬어지지
만, 중세 이후에도 교회와 학문 세계에서 면면히 살아남아 있었으며, 지금까지도 서양의
문학, 역사, 철학은 물론이고 정치학, 법학 등 여러 학문 영역에서 중요한 접근 도구로
사용된다. 라틴어는 동양에서 한자와 같은 것으로, 서양의 문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학문 기초 과목이다. 글로벌 시대 한국의 대학도 교양 단위에서 라
틴어를 교육하고 있으며, 특히 로마 문화의 융성기인 기원 전후에 쓰인 고전 라틴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 대학의 라틴어 교육 방법론에 대한 연구이다. 논문은 먼저 한국에서
라틴어의 위상을 검토하고 한국의 언어 교육에서 소수 외국어로 전락한 라틴어 교육의
현실에서 콘텐츠와 함께 교육 방법론의 문제가 중요함을 논한다.
논문의 본론은 교육 콘텐츠에 연계된 세 가지 방법론을 검토한다. i) 언어사적 접근으
로서, 인도유럽어의 전통과 로망스어의 모어, 서양언어의 뿌리에 대한 이해를 언급한다.
ii) 문법적 접근으로서,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에서 전통적인 라틴어 교육의 내용을 설명
한다. iii) 문화적 접근으로는, 비서양 국가의 교양 단위 수업에서 문화적 접근의 필요성
을 주장하며, 라틴어 교육에서 로마 문화와 문학 콘텐츠 활용의 방법론을 다룬다.
결론으로, 논문은 라틴어 교육에서 문법, 문학, 문화 콘텐츠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
람직함을 도출하며,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 이 연구를 통해, 학문도구로서뿐 아니라
글로벌시대 세계시민을 위해서도 가치가 높은 라틴어가 한국의 대학 교육에서 제자리를
잡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2. 교육 방법론의 문제
한국 대학교의 언어 교육에 있어서 라틴어는 단지 여러 소수 혹은 특수 외국어들 가
운데 하나로 취급된다. 이렇게 하나의 소수 외국어로 전락한 라틴어 교육의 현실에서
교육 내용과 함께 교수 방법론의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3. 언어학적 접근
1) 인도유럽어의 전통
2) 로망스어의 모어
3) 서양언어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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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법적 접근
1) 음운론
2) 형태론
3) 통사론
5. 문화적 접근
한국 대학에서의 라틴어 교육은 서양의 대학들, 특히 유럽의 대학들이 전통적으로 유지
해오는 라틴어 교육과는 목표에 있어서부터 다르다. 유럽의 라틴어 교육은 초등교육 과정
부터 혹은 최소한 중등교육 과정에서부터 시작하며, 교육의 최고 목표는 상당한 수의 전
문가를 양성하여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로부터 이어지는 전통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있
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유럽 문화를 자신들의 전통의 뿌리로 삼으려고 하는 미국과 기
타 미주 국가들의 라틴어 교육도 궤를 같이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비해 비서양 국가
의 라틴어 교육은 대학교에서야 시작하며, 교양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한국의 라틴어 교육
도 이러한 기본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라틴어 교육은 위에서 본 전
통적인 교수방법론을 넘어서야 하며, 본고가 제시하는 바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문화적 접근이란, 기존의 언어학적 문법적 접근 방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 콘
텐츠로 삼되 문학과 문화의 콘텐츠를 오히려 바탕에 놓아야 한다는 시각의 전환을 기본으
로 한다. 쉽게 말하면, 라틴어 교육에서 로마의 신화와 역사, 로마인의 삶과 문화, 그리고
그들이 남긴 문학 작품들의 풍부한 콘텐츠를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1) 문화적 접근의 필요성
2) 라틴어와 로마문화
3) 로마문학과 라틴어 교육
6. 나가는 말
한국 대학에서의 라틴어 교육에 대한 진단은 라틴어가 전공을 형성하지 못하고 교양
영역에 속하며, 학문 도구로서의 중요성에 비해 단지 하나의 소수 언어로 취급되는 현
실을 감안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현황을 감안할 때, 한국의 라틴
어 교육은 유럽에서 고전을 익힌 전통적인 엘리트와 고전어 전문가 및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양의 교수법을 따르는 기존의 문법 중심의 교수방법론을 극복하고, 라
틴 문법과 로마의 문학과 문화 콘텐츠가 입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수업을 만들어 학생들
이 라틴어와 로마 문화를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인문교양 콘텐츠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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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 Carpe di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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