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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및 환영사

허용
(한국외국어교육학회장)
한국외국어교육학회와 국립국제교육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년도 국내학술대회에 오신 여러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초에 학술대회 원고를 모집 안내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조석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고 풀벌레가 우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만물이 무르익는 이 계절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특수외국어 및 주류 언어권 발표자
여러분들의 연구 성과가 결실을 맺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외국어교육과정과 평가를 기반으로 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방안 모색’
입니다. 최근 특수외국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의 기반을 조성 및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 정책에
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특수외국어교육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제
정하였고, 현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중동‧아프리카, 유라시아, 인도ㆍ아세안, 유럽, 중남미 지역의
53개 언어들의 특수 교육을 위한 진흥 방안 모색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발을 맞춰 우리
학회에서도 국립국제교육원과 협업하여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동안 특수외국어 연구는 사회나 문화에 초점이 있었고, 언어 교육과정이나 평가 등에 관한 연구
는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이번 국내학술대회에서는 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해 주제 특강을 해 주실
서울교대 이완기 교수님과 한국외대 이승용 교수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특수외국어인 아랍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힌디어를 비롯하여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와 한국
어 등 12개의 언어권에서 언어교육과 평가 그리고 제2외국어교육에서의 대입평가에 대해서도 발표
를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주류 언어권의 언어교육과 평가 시스템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특수외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발전시키고, 외국어교육 분야 간의 학문적 교류의 방안을 마련하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주신 국립국제교육
원 김영곤 원장님과 행사 진행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특수외국어교육지원팀 김동희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술대회 자료집 발간에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한국외대의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이승용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위해 애쓰신 준비위원장인 우창현 수석
부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이사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 주신
전임회장님들과 고문님들 그리고 각 언어권 수석부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외국어교육학회장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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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송명석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협력부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협력부장 송명석입니다.
존경하는 허용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장님, 우창현 학술대회 준비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
석하신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19년 학술대회』를 국립국제교육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
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외국어 교육과정과 평가를 기반으로 한 특수외국
어 교육 진흥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회와 세대가 다양해지면서 특수외국어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적인 교육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특수외국어의 교육 기반은 아직 그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국립국
제교육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사업의 주관기관
으로 표준교육과정 및 평가인증체제 구축, 기본교육 교재 개발과 전문인재 육성 등을 목표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수외국어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국내외 교육 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검증되고 수준 높은
특수외국어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자유자재로 특수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체계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반은 지금부터 여러분
과 함께 토론하며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특수외국어를
배운 우수한 인재가 교육, 연구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특수외국어 사용 국가를 연결하는 지역전
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 이 학술대회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이 건실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합리
적인 토론이 진행되길 바라며, 특수외국어 교육의 저변이 확대되는 실질적인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특수외국어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실용적인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학회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
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6 -

2019 한국외국어교육학회(KAFLE) 국내학술대회

학술대회 일정표
일시: 2019년 9월 21일(토) 09:10~17:30
장소: 국립국제교육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주제: 외국어교육과정과 평가를 기반으로 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방안 모색

시간

학술대회 발표 및 내용
등록

09:10~09:40

장소: 1층 로비

개회식
09:40~10:00

장소: 다목적홀(1층)

개회사 및 환영사: 허 용(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장)
축 사: 송명석(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협력부 부장)
<제1부> 주제 특강 1

사회: 윤은경(대구사이버대)

장소: 다목적홀(1층)

10:00~10:50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과 역량 평가의 기본 방향(이완기, 서울교대)
휴

10:50~11:00

사회: 윤은경(한국외대)

식

<제2부> 주제 특강 2

장소: 다목적홀(1층)

11:00~11:50
특수외국어 표준교육과정과 평가체계 개발(이승용, 한국외대)
11:50~13:00 점심 식사

사회: 이강우(청운대)
장소: 식당(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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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분과별 발표
Session 1

13:00~
14:15

304호

Session 2

201호

Session 3

302호

Session 5

303호

특수 언어 4: 베트남어

한국어 1:
한국어 교육과정과
평가

한국어 4: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한국어 7: 학습자
변인과 한국어 교육

좌장: 최진영(한국외대)

좌장: 최해형(청운대)

좌장: 원미진(연세대)

좌장: 김명광(대구대)

좌장: 박지순(연세대)

Session 9

Session
10

Session 6

306호

좌장: 심상완(단국대)

Session 7

206호

좌장: 김경석(충북대)

Session 8

204호

영어 1: 교육과정과
교재 내용 연구
좌장: 나경희(충북대)

14:15~
14:25

205호

202호

영어 4: 교육과정과 수업 독일어 1: 교육과정의
내용 연구
이론과 실제
좌장: 표경현(단국대)

좌장:
조국현(한국외대)

휴식
Session 1

304호

Session 2

201호

Session 3

301호

Session 4

302호

Session 5

303호

특수 언어 2: 아랍어

제2외국어교육에서의
대입평가 1

한국어 2:
한국어 화행 교육

한국어 5: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일본어 1:
학습자 변인과 평가

좌장: 윤은경(한국외대)

좌장:
김경선(국립국제교육원)

좌장: 조형일(인천대)

좌장: 조수진(서강대)

좌장:
채경희(배화여대)

Session 6

Session 7

306호

206호

Session 8

204호

스페인어 2:
언어 교육 방안

프랑스어 2:
기능교육과 평가

영어 2:
교육과정과 학습자
변이

좌장: 이강국(한국외대)

좌장: 이송(부산대)

좌장: 신상근(이화여대)

15:40~
15:50

Session 9

205호

Session
10

202호

영어 5:
독일어 2:
교실평가와 학습자 변이 언어 평가와 수업 운영
좌장:
양미란(동아방송예술대)

좌장:
이도영(한국외대)

휴식
Session 1

15:50~
17:05

Session 4

특수 언어 1: 아랍어

스페인어 1:
프랑스어 1: 언어 평가의
언어 평가 및 교육 내용
방법과 실제

14:25~
15:40

301호

304호

Session 2

201호

Session 3

301호

Session 4

302호

Session 5

303호

특수 언어 3: 기타 언어

제2외국어교육에서의
대입평가 2

한국어 3:
한국어 어휘·문법 교육

한국어 6:
언어 교육 일반

일본어 2:
언어 교육 일반

좌장: 임형재(한국외대)

좌장: 이명숙(연세대)

좌장: 진대연(호원대)

좌장: 오경숙(서강대)

좌장: 김승우(선문대)

Session 6

306호

Session 7

206호

Session 8

204호

중국어:
언어 교육 일반

프랑스어 3:
언어 평가 실태

영어 3:
언어 교육 일반

좌장: 이금희(인덕대)

좌장: 박동열(서울대)

좌장: 방영주(명지대)

17:05~
17:20

한국외국어교육학회(KAFLE) 연구 윤리 교육

17:20~
17:30

폐 회 식

장소: 대강당(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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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외국어교육학회(KAFLE) 국내학술대회

Part 1. 특수 언어권의 교육과정과 평가(아랍어)

[Session 1] 특수 언어 1: 아랍어
장소

좌장

304호

최진영(한국외대)

아랍어 표준교육과정의 등급별 의사소통기능 성취 기준
13:00~13:25
발표

13:25~13:50

윤용수(부산외대)

토론

윤은경(한국외대)

대학 초 ․ 중급 아랍어 학습자들의 언어능력 평가 기준 및 방안
- 통합적 접근법(integrated approach)을 적용한 아랍어 수업을 중심으로 발표

서정민(한국외대)

토론

장현자(조선대)

문법 오류 피드백 유형이 아랍어 학습자의 문법 학습에 미치는 영향
13:50~14:15
발표

문지영(한국외대)

토론

안현주(한국외대)

[Session 1] 특수 언어 2: 아랍어
장소

14:25~14:50

좌장

304호

윤은경(한국외대)

아랍어 라디오 방송 텍스트에 나타나는 번역가의 개입 양상에 관한
연구: KBS World Radio ‘서울 파노라마’를 중심으로
발표

조정민(한국외대)

토론

안희연(단국대)

토론

최진영(한국외대)

한아 커뮤니티통역 현황과 교육 실태
14:50~15:15
발표

양희정(한국외대)

한-아 및 아-한 번역교육을 위한 포스트에디팅 기법 제안
15:15~15:40
발표

이계연(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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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최진영(한국외대)

2019 한국외국어교육학회(KAFLE) 국내학술대회

Part 1. 특수 언어권의 교육과정과 평가(기타 언어)

[Session 1] 특수 언어 3: 기타
장소

15:50~16:15

좌장

304호

임형재(한국외대)

한국인 화자를 위한 캄보디아어 발음교육 방안
- 형용사 음절의 장단을 중심으로 발표

곽동근(한국외대)

토론

김소현(숭실대)

토론

김용정(한국외대)

토론

장시은(안양대)

한국에서의 힌디어 교육의 현황 및 과제
16:15~16:40
발표

손연우, 스리잔 꾸마르
(부산외대)

한국의 대학 교육에서 고전그리스어 교육의 위상
16:40~17:05
발표

손윤락(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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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외국어교육학회(KAFLE) 국내학술대회

Part 1. 특수 언어권의 교육과정과 평가(베트남어)

[Session 2] 특수 언어 4: 베트남어
장소

좌장

201호

최해형(청운대)

베트남어 공동교육과정 현황 및 트랜스미디어티칭을 통한 활성화 방안모색
13:00~13:25
발표

조윤희(한국외대)

토론

황엘림(한국외대)

핵심 역량 향상을 위한 국어과-베트남어과 통합 수업 설계
13:25~13:50
발표

13:50~14:15

황엘림(한국외대)

토론

이강우(청운대)

초급베트남어 교재 구성에 대한 연구
- 교수자의 교수방법과 학습자의 학습과정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발표

이강우(청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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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조윤희(한국외대)

2019 한국외국어교육학회(KAFLE) 국내학술대회

Part 1. 특수 언어권의 교육과정과 평가
(제2외국어교육에서의 대입평가)

[Session 2] 제2외국어교육에서의 대입평가 1
장소

좌장

201호

김경선(국립국제교육원)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2019 CSAT Reading
Comprehension Passages: Classification of Text Types
14:25~14:50
발표

장지연(명지대)

토론

김준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론

이경택
(서울대)

독일어 교육과정의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14:50~15:15
발표

15:15~15:40

신형욱(한국외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한문 영역(중국어Ⅰ) 과목의 문법, 문화 영역 분석: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현행 중국어Ⅰ 교과서 중심으로
발표

서형규(연세대)

토론

최은재(장안대)

[Session 2] 제2외국어교육에서의 대입평가 2
장소

좌장

201호

이명숙(연세대)

상호문화 지역학: 독일 유대인의 강요된 이름
15:50~16:15
발표

현희(숭실대)

토론

이미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등학교 프랑스어I 교육과정과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화 문항을 중심으로
16:15~16:40
발표

이경수(상명대)

토론

김경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론

정우향(한국교원대)

고등학교 프랑스어 평가
16:40~17:05
발표

김정숙(둔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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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외국어교육학회(KAFLE) 국내학술대회

Part 2. 특수어 교육과정과 평가 활성화를 위한
주류 언어권의 최신 연구 동향(한국어 1, 4)

[Session 3] 한국어 1: 한국어 교육과정과 평가
장소

좌장

301호

원미진(연세대)

교육과정 실행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방향 연구
13:00~13:25
발표

박정아(국립국어원)

토론

정다운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국어 평가 도구 분석을 통한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평가의 과제 고찰
13:25~13:50
발표

13:50~14:15

한윤정(경희대)

토론

홍은실(성균관대)

멀티미디어 전래동화 활용 기반
취학 전 어린이 한국어 프로젝트 수업 설계 방안 연구
발표

강란숙(한국외대)

토론

김유미(경희대)

[Session 4] 한국어 4: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장소

13:00~13:25

좌장

302호

김명광(대구대)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 방안
- PBL 모형 기반 통합교과적 의사소통 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

권화숙(세명대)

토론

최지영(중원대)

콘텐츠를 활용한 외국어교육에 대한 방안 연구: 학문목적 한국어수업을 중심으로
13:25~13:50
발표

13:50~14:15

김소현(숭실대)

토론

손다정(서울여대)

A Case Study: ICU Language Passport Project “Welcome to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t ICU World”
발표

오혜경(ICU,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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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박진철(연세대)

2019 한국외국어교육학회(KAFLE) 국내학술대회

Part 2. 특수어 교육과정과 평가 활성화를 위한
주류 언어권의 최신 연구 동향(한국어 7)

[Session 5] 한국어 7: 학습자 변인과 한국어 교육
장소

13:00~13:25

좌장

303호

박지순(연세대)

한국어 역번역문에 나타난 문제없는 차이에 대한 고급학습자의 인식 양상 연구 - 동사에 결합하는
종결어미를 중심으로발표

박은정(한국외대)

토론

이지은(서울여대)

토론

이슬비(국립국어원)

한국어 완료 표현의 시점 분석
13:25~13:50
발표

함계임(한국외대)

13:5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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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외국어교육학회(KAFLE) 국내학술대회

Part 2. 특수어 교육과정과 평가 활성화를 위한
주류 언어권의 최신 연구 동향(한국어 2, 5)

[Session 3] 한국어 2: 한국어 화행 교육
장소

좌장

301호

조형일(인천대)

한국어 의문문의 명령 화행과 교수·학습 제안
14:25~14:50
발표

박숙영(서울시립대)

토론

홍혜란(연세대)

고객 설득을 위한 쇼호스트의 양태부사 사용 양상 연구
14:50~15:15
발표

이세인(한국외대)

토론

장채린(서울시립대)

토론

손희연(서울교대)

한국인의 인사 화행 연구
15:15~15:40
발표

황선영(숭실대)
하지혜(이화여대)

[Session 4] 한국어 5: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장소

좌장

302호

조수진(서강대)

언어 수업에서의 영상 매체를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인성 교육
14:25~14:50
발표

이소현(아주대)

토론

김지혜(이화여대)

토론

김태나(서강대)

유학생을 위한 번역 글쓰기 수업 연구
14:50~15:15
발표

김민영(한국외대)

뉴미디어 시대에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제2언어 교육 방안 연구: 게임화(Gamification)를 중심으로
15:15~15:40
발표

김형준(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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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이효정(국민대)

2019 한국외국어교육학회(KAFLE) 국내학술대회

Part 2. 특수어 교육과정과 평가 활성화를 위한
주류 언어권의 최신 연구 동향(한국어 3, 6)

[Session 3] 한국어 3: 한국어 어휘 ․ 문법 교육
장소

좌장

301호

진대연(호원대)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학습자의 어순 습득 양상 연구
15:50~16:15
발표

김진후(한국외대)

토론

남신혜(홍익대)

중국인 학습자의 상호문화 감수성과 학업 성취도의 상관성 연구
16:15~16:40
발표

서경숙(서울대)

토론

이숙진(경희대)

한국어 교육을 위한 ‘-고 하-’ 융합형에 나타나는 양태 의미 연구
16:40~17:05
발표

손유정(한국외대)

토론

윤경원(연세대)

[Session 4] 한국어 6: 언어 교육 일반
장소

15:50~16:15

좌장

302호

오경숙(서강대)

한국어 음소 /ㅅ/와 /ㅆ/를 통한 음성적 기저형 고찰 및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관계 분석 연구
발표

권민지(한국외대)

토론

김남미(홍익대)

일-한 통번역문에 나타나는 특징적 패턴과 교육적 시사점
- 일본어권 한국어학습자의 사례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16:15~16:40
발표

야마모토 미사키
(인덕대)

16:4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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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노채환
(사이버한국외대)

2019 한국외국어교육학회(KAFLE) 국내학술대회

Part 2. 특수어 교육과정과 평가 활성화를 위한
주류 언어권의 최신 연구 동향(일본어)

[Session 5] 일본어 1: 학습자 변인과 평가
장소

좌장

303호

채경희(배화여대)

일본어 수업 교실활동에 관한 초급 학습자의 평가
14:25~14:50
발표

신은진(명지대)

토론

이토 다카오(홍익대)

日本語教育における日本文学のあり方
- 入り口としての”ひらがな”から出口としての”春樹”まで -

14:50~15:15
발표

정상철(극동대)

토론

우오즈미 야스코
(인천대)

일본어 학습교재의 실러버스 변화의 양상: 초급학습교재의 수동태 구문 제시에 관하여
15:15~15:40
발표

신은정(동덕여대)

토론

[Session 5] 일본어 2: 언어 교육 일반
장소

좌장

303호

김승우(선문대)

일본이 식민지에서 자행한 국어상용화 정책에 관한 일고찰
15:50~16:15
발표

송숙정(중원대)

토론

김애동(강동대)

일본 내 한국어 번역교육에 대한 고찰 -번역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중심으로16:15~16:40
발표

우메무라 마유미
(한국외대)

16:40~17:05

- 17 -

토론

후지모토 타쿠미
(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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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특수어 교육과정과 평가 활성화를 위한
주류 언어권의 최신 연구 동향(스페인어)

[Session 6] 스페인어 1: 언어 평가 및 교육 내용
장소

좌장

306호

심상완(단국대)

대학수학능력시험 스페인어I과 SAT Spanish의 문항 분석 비교
13:00~13:25
발표

진미령(단국대)

토론

심상완(단국대)

전시회 도록 번역을 활용한 서한 번역 교육 사례 연구
13:25~13:50
발표

박소영(한국외대)

토론

김경희(한국외대)

13:50~14:15

[Session 6] 스페인어 2: 언어 교육 방안
장소

좌장

306호

이강국(한국외대)

스페인어 [N1+P+N1] 구조의 학습
14:25~14:50
발표

곽재용(육군사관학교)

토론

이강국(한국외대)

스페인어 고빈도 복합전치사의 기능확대 양상과 교수법에의 응용
14:50~15:15
발표

김경희(한국외대)

15:15~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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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박소영(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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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언어권의 최신 연구 동향(중국어)

[Session 6] 중국어: 언어 교육 일반
장소

좌장

306호

이금희(인덕대)

한국인의 중국어 작문 속 어색한 문장(awkward sentence) 고찰
15:50~16:15
발표

윤유정(경기대)

토론

윤상희(중앙대)

번역 거래비용으로 본 중한 문화소 번역의 정보성 연구
16:15~16:40
발표

이석철(한국외대)

16:4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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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서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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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특수어 교육과정과 평가 활성화를 위한
주류 언어권의 최신 연구 동향(프랑스어 1, 2)

[Session 7] 프랑스어 1: 언어 평가의 방법과 실제
장소

좌장

206호

김경석(충북대)

고등학교 프랑스어 과정중심 평가 방안
13:00~13:25
발표

김미연(압구정고)

토론

노연상(이화외고)

토론

마혜미(아주대)

상호문화역량 평가의 실제와 과제
13:25~13:50
발표

13:50~14:15

서영지(서울대)

한국인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텍스트의 읽기전략과 독해활동 평가 고찰
: 안구운동추적기를 활용한 연구
발표

홍승현(서울대)

토론

최이정(이화여대)

[Session 7] 프랑스어 2: 기능교육과 평가
장소

좌장

206호

이송(부산대)

한국인 초급 학습자의 프랑스어 발음 평가 방법 연구
14:25~14:50
발표

김선희(서울대)

토론

김현주(단국대)

토론

배진아(인하대)

토론

윤현(한남대)

신조어를 활용한 문화 교육
14:50~15:15
발표

김은정(서울대)

디지털 역량 신장을 위한 프랑스어 교육과정 연구
15:15~15:40
발표

김희경(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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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특수어 교육과정과 평가 활성화를 위한
주류 언어권의 최신 연구 동향(프랑스어 3)

[Session 7] 프랑스어: 언어 평가의 방법과 실제
장소

15:50~16:15

좌장

206호

박동열(서울대)

MOOC 기반 코스웨어를 활용한 자가 평가 활동이 B1 프랑스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발표

장니나(부산외대)

토론

최내경(서경대)

토론

이송(부산대)

언어교원 연수과정 실태 분석
16:15~16:40
발표

최희재(한국외대)

16:4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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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특수어 교육과정과 평가 활성화를 위한
주류 언어권의 최신 연구 동향(영어 1, 4)

[Session 8] 영어 1: 교육과정과 교재 내용 연구
장소

좌장

204호

나경희(충북대)

국내외 영어교과서 비교 분석을 통한 영어과 교육과정의 능숙도 목표수준(TLEP) 설정 방안
13:00~13:25
발표

이문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론

이귀분(배재대)

An Analysis of Kinship Metaphor in North Korean English Textbook
13:25~13:50
발표

Jeong-ryeol Kim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토론

이제영(전주대)

A corpus study on Chinese university EFL writing
: A Multidimensional Comparison
13:50~14:15
발표

Miao Yu
(Soogsil Univ.)

토론

황은경(명지대)

[Session 9] 영어 4: 교육과정과 수업 내용 연구
장소

좌장

205호

표경현(단국대)

자기조절학습 전략 중심 수업이 L2 학습자의 영어 독해능력에 미치는 영향
13:00~13:25
발표

주용균(과천외고)
맹은경(아주대)

토론

황정희(평택대)

The Effects of Peer Review Interactions on Korean College Students’ Writing
13:25~13:50
발표

권은숙(계명대)
김신혜(계명대)

토론

고정민(성신여대)

한국 대학생과 원어민이 작성한 에세이에 나타난 텍스트 응집력의 특성 분석
13:50~14:15
발표

이영주(한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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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김정연(울산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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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특수어 교육과정과 평가 활성화를 위한
주류 언어권의 최신 연구 동향(영어 2, 5)

[Session 8] 영어 2: 교육과정과 학습자 변이
장소

좌장

204호

신상근(이화여대)

The Effectiveness of Collective Scaffolding in the
Development of English Speaking Ability
14:25~14:50
발표

Hyun Sunwoo
(Seogang Univ.)

토론

이귀분(배재대)

L1 Transferability of EFL Learners' Use of Punctuation
14:50~15:15
발표

Eun-Young Kwon
(Korea Military Academy)

토론

황은경(명지대)

The Effects of Two Types of Pre-listening Activities on Listening Comprehension of Korean
Adult Low-level Learners in ESP Context
15:15~15:40
발표

YOONJUNG JUNG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토론

장지연(명지대)

[Session 9] 영어 5: 교실평가와 학습자 변이
장소

좌장

205호

양미란(동아방송예술대)

어린이 영어 교실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사례연구
14:25~14:50
발표

김현정(한국외대)

토론

맹은경(아주대)

초등영어 교실 담화 분석: 유머의 사용 현상과 유형을 중심으로
14:50~15:15
발표

김솔(효행초)
박선호(경인교대)

토론

이영아(청주교대)

노래/챈트를 활용한 대학영어 수업에서 성취 수준별 영어 어휘 습득 분석
15:15~15:40
발표

김양희(백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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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윤택남(춘천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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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언어권의 최신 연구 동향(영어 3)

[Session 8] 영어 3: 언어 교육 일반
장소

15:50~16:15

좌장

204호

방영주(명지대)

A Student-Centered Approach to an EFL Reading Class and Its Effect on Students’ L2 Reading
Attitudes
발표

황정희(평택대)

토론

김현정(한국외대)

토론

전영주(목원대)

영어 스토리텔링 교육과정 기반의 역동적 평가 활용
: 학습자 발화 변화 내러티브 정체성 탐색
16:15~16:40
발표

NAHEE KIM
(Chung-Ang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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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언어권의 최신 연구 동향(독일어)

[Session 10] 독일어 1: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장소

좌장

202호

조국현(한국외대)

텍스트 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한 독일어 교육과정 <성취 기준> 분석
13:00~13:25
발표

13:25~13:50

토론

강태호(한국교원대)

Die Wahrnehmung von Flüssigkeit bei deutschlernenden
Universitätsstudenten und deren Bedeutung
für die Unterrichtspraxis
(유창성에 관한 학습자 인지 - 독일어 대학교수업을 중심으로)
발표

13:50~14:15

이경택(서울대)

Iris Brose
(Hongik Univ.)

토론

유수연(이화여대)

세대별 DaF 교재의 교수·학습내용 도입순서 및 전개방식 비교
Vergleich der Progression in DaF-Lehrwerken nach Lehrwerkgenerationen
발표

정혜륜(한국외대)

토론

이도영(한국외대)

[Session 10] 독일어: 언어 평가와 수업 운영
장소

좌장

202호

이도영(한국외대)

'독일어평가연구’ 수업의 운영 사례 연구
14:25~14:50
발표

이미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론

현희(숭실대)

토론

이정현(중앙대)

토론

최경인(단국대)

논증 이론의 교육적 활용
14:50~15:15
발표

국세라(한국외대)

독어학 학술논문의 글쓰기 문체
15:15~15:40
발표

조국현(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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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특강

시간

발표자 및 주제

사회자

10:00~10:50

발표자: 이완기(서울교대)
주제: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과 역량 평가의 기본 방향

윤은경(한국외대)

11:00~11:50

발표자: 이승용(한국외대)
주제: 특수외국어 표준교육과정과 평가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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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표준교육과정과 평가체계 개발
이승용
(한국어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장)

1.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소개
1.1 개관
정부는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목적으로 2016
년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특수외국어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53 개 언어가 특수외국어에 포함되어 있다.
지역

언어

중동·아프리카

아랍어, 터키어, 아제르바이잔어, 이란어, 파슈토어, 다리어, 히브리어, 하
우사어, 스와힐리어, 줄루어, 르완다어, 암하라어

유라시아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키르기스어, 우크라이나어, 투르크멘어, 타지키스
탄어, 몽골어

인도·아세안

힌디어, 우르두어, 산스크리트어, 네팔어, 벵골어, 신할리즈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크메르어, 라오스어, 타
갈로그어

유럽

폴란드어, 루마니아어, 헝가리어,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세르비아어, 크
로아티아어, 라트비아어, 벨라루스어, 조지아어, 그리스어, 불가리아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스웨덴어, 핀란드어, 포
르투갈어

중남미

브라질어(포르투갈어)

법률에 따른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되며 1 단계 사업은 2018 부터
2020 까지 3 년간 시행되면 평가를 통해 추가로 1 년을 더 시행하게 된다. 현 1 단계 사업
대상 특수외국어로는 다음 16 개 언어가 선정되었다.
1단계 사업 대상 언어

아랍어, 터키어, 이란어, 스와힐리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힌디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
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크메르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포르투갈어, 브라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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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는 기반조성 단계로 53 개 특수외국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틀을
우선 선정된 16 개 언어를 이용하여 만들어 나가는 단계다. 국립국제교육원을 중심으로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전문교육기관으로 1
단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주관 기관으로 특수외국어 선정, 전문교육기관 선정, 기관별 언어와
예산배정 등 전체사업 관리를 맡고 있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단국대-청운대학교
컨소시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을 위한 세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1.2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사업의 목적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사업의 목적은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 조(목
적)에서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제 1 조(목적) 이 법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특
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
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률 제 1 조 따르면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사업에서 핵심적으로 추구해야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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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수 및 학습 기반조성, 시민대상 특수외국어 교육 확대, 특수외국어 전문가
양성의 세 가지임을 알 수 있다. 기반조성에는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교수법 도입, IT 기반 교육 등 교육 인프라 구축이 주요 과제가 된다. 전문가 양성
은 특수외국어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구사력 제고를 위한 심화교육과정, 해외전문
연수과정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 법률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의 대상을 특수외국어 전공 학생을 넘어서 특수외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전공자나 전문 인력 양
성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과 교재개발을 하여야 한다.
2. 특수외국어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2.1 필요성
특수외국어 교재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현지에서 만들어진 우수한
교재가 있는데 굳이 표준교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까지 교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
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로 특수외국어로 분류된 언어들 중 일부 언어들은 매우 체계적
인 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교재를 이미 제공하고 있고 전문교육기관에서는 이런 교재
를 수업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사업에서 기반조
성 사업의 일환으로 특수외국어 표준교재를 개발이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
문이다.
◦ 특수외국어 저변 확대를 위한 교재 제공
◦ 특수외국어 교과과정의 체계화와 균질화의 필요성
◦ 한국인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환경에 대한 고려
◦ 일부 언어가 아닌 53 개 특수외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함
특수외국어 교재는 영어, 중국어 등과는 달리 수요가 많지 않아 경제적인 이유로 제작
과 출판에 제약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재 개발 및 보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53 개
언어 중 현실적으로 일반 대중들이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과정이나 교재
는 매우 제한적이다. 실제로 특수외국어로 지정된 언어 중 상당수의 언어는 국내에서
출간된 교재가 전무한 형편이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국내 특수외국어 학습교재는 입
문수준의 교재가 대부분이며 상위단계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 교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특수외국어 학습을 돕고 입문에서부터 일정 수준까지 학
습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교재를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특수외국어 표준교육과정의 개발은 현재 전문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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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공자들이 사용하는 교재의 경우 현지에서 제작된 교
재를 사용하거나 학과나 과목 담당자가 자체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
로 제작자에 따라 난이도나 교재 특성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인접과목과의
연계성이 약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특수외국어 전
공자들은 거의 대부분 대학에 진학해서 해당언어를 접하기 때문에 입문과정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일반인과 동일한 학습과정을 거치게 됨으로 한국인 학습자의
학습 조건에 맞는 단계별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2.2 표준교육과정위원회
특수외국어 표준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져
야 한다. 본 사업에서는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표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인 학습자에 적합한 단계별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 우리나라 특수외국어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함
◦ 특수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단계별로 정확한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을 제시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자 함
◦ 표준교육과정 안에서 언어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준별 편차를 최소화 하여 특수외국
어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균질한 교육과정을 확립함
◦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특수외국어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극대화
함
◦ 특수외국어 능력시험 출제 및 검정준비에 필수적인 공인 표준평가시험을 준비를 위
한 기본 학습교재를 제공함
특수외국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교육과정의 개발은 특수외국어 교육과
학습에 있어서 뚜렷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학습모델을 제공하여
특수외국어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특수외국어 학습자들 간의 수준
별 언어능력 측정에 언어별 편차가 최소화된 균질성을 확보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2.3 공통교육과정과 언어별 표준교육과정
특수외국어 표준교재 개발은 첫째, 단계별 교육과정을 담고 있어 교재 상호간의 연결
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 언어에 따른 단계별 난이도의 편차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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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공자뿐만 아
니라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표준
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7 차 교육과정상의 외국어교육과정은 물론 CEFR, ACTFL 등 선
행연구를 검토하여 <특수외국어 표준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
다. 이 보고서는 특수외국어 교육과정과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단계별로 반드시 고려되
어야 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으며 단원별 교재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공통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단계 설정과 단계별
로 포함되어야 항목들에 대한 기준이다. 이 공통교육과정은 단계구분의 기준과 단계별
구성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제시할 뿐 언어별 특성이 반영된 것은 아니다. 따라
서 각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개발자나 교재 집필진은 「표준교육과정위원회」의 공통교
육과정을 참조하여 해당 언어의 특성이 반영된 표준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을 하게 된다.
○ 특수외국어 표준교육과정 내 권장 학습시간의 예 (포르투갈어)

언어별 표준교재는 집필 후 필드테스트와 학회, 전문가 검수 등을 거쳐 최종 결과물로
완성된다. 표준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동일 수준의 다양한 교재가 개발 될 수 있는데 수
요자의 선택권과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표준평가인증제
3.1 표준평가인증제의 필요성
특수외국어들 중 일부 언어는 현지에서 개발된 공인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국
가의 정치, 경제적 위상이나 적은 언어 수요 등의 이유로 언어능력 평가 시스템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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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많다. 또한 공인 인증시험이 있다고 해도 국내에서 응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수외국어 언어능력 평가시험으로는 한국
외국어대학교의 FLEX 가 대표적인데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행되고 있다.
구분
일반형
기관 맞춤형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라오스어, 루마니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
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세르비아어, 스웨덴어, 아랍어, 아제르바이
잔어, 스와힐리어, 우즈베크어, 이란어, 이탈리아어, 체코어, 카자흐어, 태국
어, 터키어, 포르투갈어, 헝가리어, 힌디어

FLEX 일반형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관 맞춤형의 경우는 비정기적
이며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응시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특수외국어를 배우는 누
구나 쉽게 응시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롭게 개발되는 표준평가 체계는 표준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언어에 따른 평가
의 편차가 나지 않는 균질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3.2 표준평가위원회
본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표준평가체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표준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언어별로 수준에 따른 난이도의 편차가 없는 표준화된 평가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 표준교육과정에 입각한 평가시스템 개발을 통해 평가문항 출제와 수검의 범위를 분
명하게 함
◦ 일관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 표준평가체계가 국가 공인 특수외국어 능력평가 시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표준평가체제의 개발은 한국인 학습자에게 적합한 특수 외국어능력 평가방식을 제공
하고 언어 선택에 따른 수준과 난이도 차이가 없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
보하여 특수외국어 능력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회 각 부분에서 공신력 있는 평가지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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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표준평가문항 개발
본 사업에서 구축하는 평가체제가 교육과정 연동형 평가체제인 바 「표준평가위원
회」에서는 TOEFL, TEPS HSK, DELE, DELF, TOPIK, FLEX 와 같은 외국어 평가 체제
에 대한 선행연구와 함께 표준교육과정을 반영하여 특수외국어능력 평가의 문항 수는
듣기 영역 50 문항, 읽기 영역 50 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100 문항으로 구성된 초급, 중급,
고급의 단계별 평가 도구를 제안하고 있다.
초급

중급

고급

듣기
(총50문항)

A1(25문항), A2(25문항)

B1(25문항), B2(25문항)

C1(25문항), C2(25문항)

읽기
(총50문항)

A1(25문항), A2(25문항)

B1(25문항), B2(25문항)

C1(25문항), C2(25문항)

4. 맺음 말
표준교육과정과 표준평가체제 구축은 1 단계 기반조성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 「표준교육과정위원회」에서는 53 개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기준을 마련
하였으며 개별 언어별로 이 기준을 토대로 해당 언어별 표준교육과정을 계속해서 개발
중이다.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해진 단계별 수준과 구성 항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교재
가 개발 될 수 있다. 예컨대, 같은 기초 수준의 교재도 교재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 세분
화할 수도 있다. 평가 역시 교육과정과 연동되어 개발된다. 문항은 수준별로 개발되지만
최종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축적과 함께 연구와 논의가 보다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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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언어권의 교육과정과 평가(아랍어)

[Session 1] 특수 언어 1: 아랍어
장소

좌장

304호

최진영(한국외대)

아랍어 표준교육과정의 등급별 의사소통기능 성취 기준
13:00~13:25
발표

13:25~13:50

윤용수(부산외대)

토론

윤은경(한국외대)

대학 초 ․ 중급 아랍어 학습자들의 언어능력 평가 기준 및 방안
- 통합적 접근법(integrated approach)을 적용한 아랍어 수업을 중심으로 발표

서정민(한국외대)

토론

장현자(조선대)

문법 오류 피드백 유형이 아랍어 학습자의 문법 학습에 미치는 영향
13:50~14:15
발표

문지영(한국외대)

토론

안현주(한국외대)

[Session 1] 특수 언어 2: 아랍어
장소

14:25~14:50

좌장

304호

윤은경(한국외대)

아랍어 라디오 방송 텍스트에 나타나는 번역가의 개입 양상에 관한
연구: KBS World Radio ‘서울 파노라마’를 중심으로
발표

조정민(한국외대)

토론

안희연(단국대)

토론

최진영(한국외대)

한아 커뮤니티통역 현황과 교육 실태
14:50~15:15
발표

양희정(한국외대)

한-아 및 아-한 번역교육을 위한 포스트에디팅 기법 제안
15:15~15:40
발표

이계연(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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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초∙중급 아랍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능력 평가 기준 및 방안
– 통합적 접근법(integrated approach)을 적용한 아랍어 수업을 중심으로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Nation and Crabbe(1991)가 제시한 외국어 교육 과정 설계 이론 및 절차 관련 분석에
의하면, 외국어 교육 과정은 다음의 요소들로 구성된다; 즉, 1) 학습자들의 요구 및 학습
환경에 대한 분석(environment and needs analysis); 2) 수업의 원칙 및 목표(principles and
goals) 수립; 3) 수업의 내용 및 진행(content and sequencing, format and presentation) 계획;
4) 전반적인 수업 과정에 대한 검토 및 학습자들의 결과물 평가(monitoring and
assessment); 그리고 5) 전체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evaluation)이다.
이 중 후반부 절차에 속하는 학습자들의 결과물 및 수준 평가는 전반적인 교육 과정
에 대한 검토 및 향후 교육 과정 설계의 자료로 이용되므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학습자들의 성취도(achievement) 및 언어 숙달도(proficiency)와 관련된 평가의 중요성은
아랍어 교육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대두되었으나,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지에 관한 논의가 부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언어 성취도 및 숙달도 평가에 있어서
타당성(validity), 신뢰성(reliability), 실현가능성(practicality)이 담보된 측정 방법에 대한 합
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아랍어 성취도 및 숙달도 측정을 위해 ‘ACTFL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숙달도 지침’을 기반으로 한, 하
나의 평가 방식을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해당 평가 방식은 대학 초∙중급 아랍어 학습
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말하기∙듣기∙읽기∙쓰기∙문화의 다섯 가지 영역을 통합적으로 교육
하는 아랍어 수업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언어 영역의 전체적인 평가를
위해 지필고사 방식을 소개하고, 해당 평가 방식의 채점 기준(grading rubric)도 제안하겠
지만, 이와 더불어 각 언어 기술의 해당 영역별 평가 방식 및 기준도 소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말하기의 경우, 역할극(role-play) 및 소극(skit), 그리고 인터뷰를 통한 평가 방
식 및 기준을 제시하고, 쓰기의 경우, 에세이를 이용한 평가 방식을 소개하며, 그리고 문
화의 경우, 문화포트폴리오(culture portfolio) 과제를 통한 평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경험에 기반한 평가 방식 및 기준들을 워크샵의 형태로 제안하겠
지만, 이 제안을 기반으로 향후 아랍어 성취도 및 숙달도 평가 방식과 관련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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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문’ 및 ‘인터뷰,’ ‘수업 참관’ 등과 같이 좀 더 다각화된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
여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empirical studies)가 필요하다. 또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얻은
수치화된 결과물들과 본 연구의 경험적 연구 방법을 통해 얻은 결과물들을 상호 비교,
대조하여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도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연구
결과물들을 대학 초∙중급 단계 뿐만이 아니라 고급 단계 아랍어 수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효성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물들을 전체적인 아랍
어 교육 과정 설계 및 개발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 및 응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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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오류 피드백 유형이 아랍어 학습자의 문법 학습에 미치는 영향
문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한국의 AFL 환경에서는 교실 밖 일상생활에서 아랍 원어민을 만나서 의사소통
을 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 따라서 교실에서 문법 수업을 통하여 궁
극적으로 학습자들이 정확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문법
수업시간에 교사가 주입식으로 내용만 가르치지 말고 학습자들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즉, 아랍어 문법 수업을 하되 잘못된 학습자의 표현에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은 표현법이 화석화(fossilization)가 될 수 있으므로,
교사의 피드백 제공은 학습자들에게 있어 문법적 정확성을 기르는 데 필요하다. 또한
교사 중심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되기 위하여, 수업 내용의 이해점검을 통해 학
습자들을 수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학습 내용이 습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에서 묘사된 다양한 피드백 종류 중 Ellis(1997)가 제시한 문
법 피드백 방식을 이용하여 중급 아랍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문법 수업시간에 A 집단
에게는 오류 지적⋅문법 설명 피드백, B 집단에게는 반복⋅문법 설명 피드백, C 집단에
게는 암시적 피드백을 처치하여 총 8 차시의 문법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실험 자료가
될 문법 항목은 사전 설문 조사에서 학습자들에게 문법 학습의 곤란도를 느끼는 정도를
조사하여 선정할 것이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세 가지 피드백 유형에 따른 문법 수업의
학습 효과 및 학습자의 흥미, 자신감, 동기유발 등의 학습자 정의적 측면의 변화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습자들의 피드백에 대한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피드백 유형에 따
른 아랍어 문법 수업의 학습 효과 및 정의적 측면 그리고 피드백을 문법 수업에 적용하
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선정하였다.
(1) 오류 지적⋅문법 설명 피드백, 반복⋅문법 설명 피드백, 암시적 피드백과 같은 서
로 다른 문법 피드백 유형이 중급 아랍어 학습자의 문법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2) 서로 다른 문법 피드백 유형이 중급 아랍어 학습자의 아랍어 전반과 문법에 대한
흥미, 자신감, 동기유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오류 지적⋅문법 설명 피드백, 반복⋅문법 설명 피드백, 암시적 피드백별로 중급
아랍어 학습자의 문법 흥미도, 자신감, 동기유발, 문법 이해도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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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법 교육과 피드백
언어 습득에 있어서 피드백은 학습자들이 중간언어를 수정하여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
도록 해준다. 정확한 의사소통능력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한 가장 기초
적인 단계로서 학습자들의 문법학습활동에서 교사의 적절한 피드백은 반드시 필요하다.
과거의 지나친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 반대를 하며 유창성을 강조하다 보니 1990 년대
초부터 문법 교육을 다소 소홀히 하는 경향이었으나, 2000 년대부터 정확한 언어 구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문법 교육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었고, 문법 교육에서 필수적인
피드백도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아랍어로 유창하게 말하고 글을 읽고 쓰기 위해
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아랍어 문장의 뼈대인 문법수업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이때 오류를 보이면 무엇이 왜 틀렸는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
습자에게 피드백을 줌으로써 학습자들이 자신들이 잘못 사용한 형식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화석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Ellis(1997)는 학습자들의 문법적 오류를 수정해 주는 방법으로 크게 명시적 피드백과
암시적 피드백으로 분류했다. 후에 명시적 피드백은 Spada 와 Lightbown(1993)에 의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되어 진다.
첫째, 문법 설명 피드백(metalinguistic feedback)이다. 학습자가 문법 오류를 보였을 때
문법 설명을 제공해주는 피드백이다.
둘째, 반복(repetition of incorrect production)피드백이다. 학습자의 틀린 문장을 틀렸다고
알려주기 위해 억양에 변화를 주어 교사가 학습자의 틀린 문장을 반복해서 읽어준다.
셋째, 오류 지적(focus on error)피드백이다. 학습자가 문법적 오류를 보인 부분을 직접
적으로 교사가 틀렸다고 지적해서 오류에 관심을 끄는 것이다.
넷째, 암시적 피드백(covert feedback)이다. 교사가 학습자의 틀린 발화를 정확한 문장으
로 재정리해서 억양을 올려서 읽어주는 것이다.
위에 제시된 피드백 유형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문법 교수에서의 피드백 유형 (Ellis 1997, 79)

그러나 위의 네 가지 피드백 중 명시적 피드백의 세 가지 종류는 아랍어 문법 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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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이유는 학습자가 오류를 보였을 때 스스로 생각
해 볼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문법 설명을 하는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피드백을
줄 때는 학습자가 어떤 학습과제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오류에 대
해 진지한 노력을 하게 한 후에 줘야 하며 바로 설명을 해 버리는 것은 효과가 없다. 또
한 학습자가 오류를 보였을 때 학습자의 부정확한 문장을 읽어 주거나, 부정확한 부분
을 명시적으로 지적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계속 정답을 못 말할 때에는 학
습자가 잘못된 규칙을 학습하여 부정확한 제 2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법 설명 피드백(metalinguistic feedback)을 반복(repetition of
incorrect production) 피드백과 오류 지적(focus on error) 피드백에 접목시킬 것이다. 본 연
구에서 각 집단에게 적용할 피드백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집단별 피드백 방식

피드백 방식

집단

A

유형

방법

오류 지적⋅문법 설명 피드백
(focus on error⋅metalinguistic
feedback)

학습자가 문법 문제에서 틀렸을 때 교사가 학습
자가 틀린 부분을 가리키며 그 부분이 틀렸다고
직접 말해 준 후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
지 못할 때 문법 용어로 구체적으로 정답 해설을
제공해준다.

학습자가 문법 문제에서 틀렸을 때 교사가 학습
자가 틀린 문장을 반복해서 따라 읽은 후 학습자
반복⋅문법 설명 피드백
가 스스로 정답을 다시 생각해 보게끔 하고 그래
(repetition of incorrect
production⋅metalinguistic feedback) 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문법 용어로 구체적
으로 정답 해설을 제공해준다.

B

학습자가 문법 문제에서 틀렸을 때 교사가 학습
자의 틀린 발화를 정확한 문장으로 재정리해서
읽어준다.

암시적 피드백
(covert feedback)

C

첫 번째 피드백은 오류 지적⋅문법 설명 피드백이다. 학습자가 문법적 오류를 보인 부
분을 직접적으로 교사가 틀렸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한 후 정확한 발화를 하도록 한다. 그러나 정확한 발화를 못 할 시에는 교사가 문법 설
명을 제공해준다.
두

번째

피드백은

반복(repetition

of

incorrect

production)⋅문법

설명

피드백

(metalinguistic feedback)이다. 학습자의 틀린 문장을 틀렸다고 알려주기 위해 억양에 변화
를 주어 교사가 학습자의 틀린 문장을 반복해서 읽어준다. 이렇게 하여 학습자가 스스
로 생각해 보게 한 후 정확한 발화를 하도록 한다. 그러나 정확한 발화를 못 할 때에는
교사가 문법 설명을 제공해준다.
세 번째 피드백은 암시적 피드백(covert feedback)이다. 교사가 학습자의 틀린 발화를
- 64 -

2019 한국외국어교육학회(KAFLE) 국내학술대회

정확한 문장으로 재정리해서 읽어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공부하는 아랍어 학습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아랍어로 발화하기 위해 어떻게 단어들이 문장을 구성하는 지에 관한 문법을 배우고 있
는 단계이며, 이러한 아랍어 학습자들을 위해 아직까지 어떤 피드백이 더 효과적인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오류를 만들었을 때 많은 종류의 피드백 중 어떤 것을 사용
해야 할지는 교사들의 선택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학습자들의 문법 습득 향상을 가져
오기 위해 필요한 피드백에 대한 연구 즉, 언어의 다른 기능보다도 문법 능력 향상에 가
장 효과적인 피드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중급 아랍어 학습자들의 문법 수업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피드백 유형이 무엇인지를 연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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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 커뮤니티통역 현황과 교육 실태
양희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커뮤니티통역의 현황과 교육 실태를 조사한 예
비연구이다. 통역은 상황 별로 크게 회의통역과 커뮤니티통역으로 분류된다(강지혜,
2004: 101). 기존의 통역 관련 학사 및 석사 교육과정은 회의통역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수년간 커뮤니티통역으로 분류되는 의료통역, 사법통역, 관광통역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
라 교육과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걸프지역 의료관광객, 예멘 난민, 아랍인 관광객 등 아랍인의 국내 유입이 크게 증
가함에 따라 한아 의료통역, 사법통역, 관광통역의 수요가 높고 이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이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예비연구는 한아 커뮤니티통역
3 개 분야의 현황과 대학 및 정부기관에서 최근 10 여년간 운영해온 교육과정의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과정이 통역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지 고찰했다. 향후 한아 커뮤니티통
역 3 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역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통역 수요와 통역사의 교육
배경, 현 교육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조사하고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
게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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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아한 번역교육을 위한 포스트에디팅
이계연
한국외국어대학교

I. 서론
번역교육은 사회적으로 전문번역사에게 요구되는 기본능력인 번역능력(translation
competence)을 번역학습자가 갖추도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체계적인 번역교육
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번역학 분야나 주변학문 분야의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번역
역량을 형성하는 하위요소들이 번역 프로세스(translation process)에 영향을 주는데, 번역
학습자들은 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 인터넷과 기계번역의 발달로 번역실무환경이 이전과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에 대학교 번역교육에서도 졸업후 실무를 위한 번역교육이나
아랍어 글쓰기 교육을 목표로 대학생 학습자들에게 대학교 언어교육과 번역교육으로서
의 실제 번역프로세스를 소개하고 학습자들이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랍어과 대학생 학습자들을 위한 외국어교육으로서의 한-아 번
역수업에 포스트에디팅 수업을 도입해 보고 구글번역을 하고 학습자들이 다시 포스트에
디팅을 하는 경우의 교육적 함의를 파악하고 스스로가 느끼는 교육적 경험을 관찰해 보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자들이 한-아 구글번역을 통해 포스트에디팅을 수행해 보고 학습자
들이 직접 작성한 코멘터리와 포스트에디팅 행위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내용을 비교해
봄으로써 한-아 번역교육에서의 교육적 의미와 문제점을 논의하겠다.
2. 포스트에디팅과 번역
3. 연구결과
4. 결론
참고문헌
마승혜. (2018). 한영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에 대한 경험적 고찰: 학부 교육과정 및 결과를 중
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2(1), 53-87.
윤미선. 김택민, 임진주, 홍승연 (2018). 영어-한국어 언어쌍에 적합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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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godama, Olena. (2015). "Posediting: Teaching a New Generation of Translators. Available"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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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linger, Christopher and Gregory Shreve. (2017). "Translators and Machine Translation: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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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힌디어 교육의 현황 및 과제
손연우* ･ Kumar Srijan**
(부산외국어대학교)
1)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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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외국어대학교 힌디어 교육의 현황
2.3 영산대학교 힌디어 교육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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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디어 교육의 문제점
3.1 힌디어 학습자와 교수의 부족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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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힌디어 교육의 과제

5.

나가기

1. 들어가기
올해 2019 년 기준으로 국내에서의 힌디어 교육은 48 년을 맞이하고 있다3). 비록 힌디
어 교육은 48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간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
을 거듭하지 못 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의 특수외국어교육진흥법에 따라 힌디
어가 특수외국어로 선정되면서 국내에서 보다 체계적인 힌디어 교육 및 인력양성을 위
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 힌디어 교육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기초연구가 선행되지 않았
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의 힌디어 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1)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부 조교수, srijanjnu@gmail.com
2)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부 조교수, sskbufs@gmail.com
3) 한국에서 최초로 1971년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인도어과가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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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힌디어 교육의 현황
국내에는 현재 432 개4) 대학이 운영 중이지만, 단지 네 곳의 대학에서만 힌디어 교육
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힌디어를 교육하는 대표적인 대학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있으며, 영산대학교의 글로벌학부, 서울대학교의 아시아언어문명
학부에서 힌디어 교육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힌디어 교육은 1971 년 한국외국어
대학교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48 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학부 과정은 외국어대
학에만 개설되어 있다는 사실이 한국에서의 힌디어 교육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
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또한 석사 과정까지 개설된 대학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
울캠퍼스가 유일하다. 본 장에서는 국내에서 힌디어를 교육하는 대학의 교과과정, 교재,
교수진 및 학습자 등의 현황을 살펴볼 것 이다.
2.1 부산외국어대학교 힌디어 교육의 현황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는 1983 년부터 힌디어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학부체제로
운영되어 인도학부에 인도언어문화전공과 인도지역통상전공으로 구분되어 있다. 매년
약 50 명 정원으로, 첫 학기 후에 학생들은 언어문화전공 또는 지역통상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언어문화전공을 선택하는 학생 수는 매년 유동적이며, 평균적으로 25 명에서
30 명 내외의 학생들이 인도언어문화전공을 선택한다. 현재 인도언어문화전공은 2 명의
한국인과 2 명의 외국인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힌디어 교육의 현
황은 인도언어문화전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래의 <표 1>에 나타난 교육과정을 보면
힌디어 과목 수 및 시수가 유럽언어공통기준(CEFR)에 명시된 외국어 교육과정의 시수와
비교했을 때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부 인도언어문화전공 교육과정(2017년)
제1학기
학년

교과
구분

1

2

3

교과목명

제2학기
학점

교과
구분

교과목명

학점

전공
기본

처음만나는 인도
기초힌디어
인도개관
인도 비즈니스 입문

2
3
2
2

전공
기본

인도인은 누구인가?
초급힌디어회화
초급 힌디어 듣기와 쓰기

3
3
3

전공
기본

중급 힌디어 회화Ⅰ
중급 힌디어 듣기와 쓰기
생활 힌디어와 영어
남아시아 국제관계

3
3
3
3

전공
기본

중급 힌디어 회화Ⅱ
힌디어 읽기
비즈니스 힌디어와 영어
인도의 이슈와 현황

3
3
3
3

전공
심화

고급힌디어 회화 및 작문
India Survival Kit

3
3

전공
심화

캡스톤디자인I
인도에서 성공하는 방법

3
3

4) http://english.moe.go.kr/sub/info.do?m=020105&s=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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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

인도를 다스리는 힘
인도와 여성

3
3

실무

인도의 언어와 삶의 방식
프리젠테이션 인도어

3
3

전공
심화
실무

캡스톤디자인Ⅱ
인도커뮤니케이션 연구

3
3

전공
심화
실무

인도인의 삶과 죽음
인도시장의 가치체계

3
3

합계

39

합계

39

부산외국어대학 인도언어문화전공에서는 수준별·단계별 외국어학습체계를 고려하여 초
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하여 회화 중심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B1 에서 B2 수준을 최종목표 등급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1 학년 1 학기 학부공통
과목으로 인한 과목 수의 제한과 B2 과정인 4 학년 교과목의 개설이 한정되어 있어 B2
수준의 심화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그리고 글로벌캠퍼스의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면,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언어문화전공의 힌디어 교과목이 많지 않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부산외국어대학교의 힌디어 편성 과목 수와 편성 학점이 한국외국어대
학교에 비해 매우 부족하며, 교과목당 편성 학점에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산외국어대학교의 교과목 당 편성학점은 3 학점을 기준으로 심화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과목 당 편성학점은 2 학점을 기준으로 다양한 언어 과목
의 개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와 글
로벌캠퍼스의 힌디어 교과목 수 및 편성학점을 비교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표 2>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편성 과목 수 및 학점
부산외대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구분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1 학기

2 학기

편성 과목 수

14

13

22

22

21

21

편성 학점

39

39

44

44

42

42

언어 과목 수

5(36%)

6(46%)

13(59%)

13(59%)

11(52%)

12(57%)

지역학 과목 수

9(64%)

7(54%)

9(41%)

9(41%)

10(48%)

9(43%)

위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어 과목과 지역학 과목의 비율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는 6:4 이고 글로벌캠퍼스는 5:5 이지만 부산외국어대학은 4:6 의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외국어대학교의 경우, 언어 과목에 비해 지역학 과목의 수가 현저히
많지만, 한국외국어대학 서울캠퍼스의 경우에는 언어 과목의 수가 지역학 과목에 비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편성 교과목 기준,
힌디어 교과목 비중이 약 10%에서 15%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언
어 교과목은 힌디어를 중심으로 영어가 포함되어 있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언어 교과
목은 힌디어를 중심으로 산스끄리뜨어와 우르두어 그리고 문학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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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교육과정에 나타난 힌디어 교과목만을 비교해 본다고 부산외국어대학교의 힌디어 교
과목 및 편성 수가 적으며, 이에 따라 언어 학습량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
러나 부산외국어대학 뿐만 아니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도 힌디어 교육과정은 단순히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교수의 직감에 따른 단계별 교육일 뿐, 체계적으로 세분화시켜
놓은 것은 아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현재는 초급 및 중급회화 과목을 위해 「Beginning Hindi: A
Complete Course」라는 교재가 주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출판부에서
출판된 이 교재는 영문으로 되어 있으며 총 8 장 41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급부터 중
급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네 가지 기능과 어휘 및 문법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초급부터 중급까지의 내용이 한 권의 교
재에 포함되어 있어 과(chapter) 구성에 있어서 난이도가 적절히 조정되지 않은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교사가 강의 시간에 대부분의 내용을 한국어로 설명하지만
교재의 내용이 영어로 설명되어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언어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기초 교재로 「배우기 쉬운 힌디」, 「Elementary Hind
i」를 중급과 고급 과정에는 「힌디어 번역 및 작문 연습」, 「Teach yourself Hindi」,
「Aao Hindi sikhen vol.1,2」, 「Hindi for Non-Hindi speaking people」 등을 사용하거나
활용하여 교수자가 자체 교재를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2.2 한국외국어대학교 힌디어 교육의 현황
국내에서는 한국어외국대학교가 힌디어 교육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1971 년에 처
음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인도어과가 신설되었다. 인도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
고 있지만, 학과 명칭은 인도어과로 주로 힌디어 교육을 목표로 학과가 신설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는 학부 및 석사과정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입학
정원은 30 명이다. 서울캠퍼스 인도어과는 2 명의 한국인과 2 명의 원어민 초빙교수로 구
성되어 있다. 2 명의 한국인 교수가 석사과정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수 인
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학부와 석사과정의 교육과 연구를 병행한다면 상당한 어려
움이 따를 것이다. 서울캠퍼스의 학부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인도어과 교육과정
구분

1학기
과목명
초급 힌디어 강독 I

1학년

2학기
학점
2

과목명
초급 힌디어 강독 II

학점
2

초급힌디어문법 I

2

초급 힌디어 문법 II

2

초급힌디어회화작문 I

2

초급 힌디어 회화 작문 I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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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3학년

4학년

인도교양입문 I

2

인도 교양입문 II

2

인도사 I

2

인도사 II

2

중급 힌디어 강독 I

2

중급 힌디어 강독 II

2

중급힌디어문법 I

2

중급 힌디어 문법 II

2

중급힌디어회화작문 I

2

중급 힌디어 회화작문 II

2

인도철학 I

2

인도철학 II

2

산스크리트어 I

2

산스크리트어 II

2

FLEX 힌디어 I

2

FLEX 힌디어 II

2

고급힌디어회화작문 I

2

고급 힌디어 회화 작문 II

2

우르두어 I

2

우르두어 II

2

인도 언어와 사회

2

인도문학 텍스트와 사회

2

인도문화연구 I

2

인도 문화연구 II

2

인도지역연구 I

2

인도 지역연구 II

2

마누법전과 인도사회 I

2

마누법전과 인도사회 II

2

멀티미디어힌디어 I

2

멀티미디어 힌디어 II

2

시사힌디어 I

2

시사 힌디어 II

2

인도경제 I

2

인도경제 II

2

인도학 세미나

2

인도 비즈니스(캡스톤 디자인)

2

힌디 작가연구

2

인도현대 문학연구

2

합계

44

합계

44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의 학부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언어과목을 학년별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강독, 문법, 회화, 작문을 바탕으로 Flex 시험에 대한 준비반을 정
규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목 당 편성학점은 2 학점을 기준으로 다양한 언어과목
의 개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어 과목과 지역학 과목의 비율은 6:4 이며 언어 과목
의 수가 지역학 과목에 비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언어 교과목은 힌디어를
중심으로 산스끄리뜨어와 우르두어 그리고 문학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서울캠퍼스에서는 4 권의 힌디어 교재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기초 및 초급
교과목에는 「힌디어 입문」, 「힌디어 첫걸음」과 「초급 힌디어 문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중급 교과목에는 「중급 힌디어 문법」이 사용되고 있다. 「힌디어 입문」 은
문형을 중심으로 독해, 문법, 회화를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힌
디어 첫걸음」은 16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가 두 단계로 나눠져 있다. 첫 단계에서
는 ‘학습목표’에 따라 문형중심의 ‘대화문(본문)’과 ‘어휘’, ‘문법’을, ‘대화문(본문)’은 인
도인의 의식과 인도 사회, 문화의 특성이 반영되어 실용적인 회화체를 토대로 하고 있
다. 두 번째 단계는 주요 열 문장을 선별하여 ‘듣기’, ‘쓰기’, ‘연습’에서 그 문형을 반복
적으로 듣고, 쓰고, 문장 전환을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였다. ‘회화 테스트’
에서는 앞에서 익힌 문형을 말하기 연습으로 구사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단원평가’에서 각 과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초급 힌디
어문법」은 힌디어의 기초 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설명과 예문을 제시하
는 문법 수업용 교재로서 매 과마다 예문을 암기하고 연습문제를 풀면서 힌디어를 익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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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중급 힌디어문법」은 「초급 힌디어문법」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문법교재로 보다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실용적인 예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인도학과는 1984 년에 신설되었다. 한국외국어대
학교의 서울캠퍼스의 학과 명칭이 ‘인도어과’인 것과 다르게 글로벌캠퍼스는 ‘인도학과’
로 되어 있으며, 학과 명칭에서 차이가 있듯이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힌디어가 교육되고
있다. 입학 정원은 26 명으로 글로벌캠퍼스에서는 언어 과목과 지역학 과목의 비율이
5:5 로 한국외국어대학 서울캠퍼스의 6:4 보다 조금 낮다. 글로벌캠퍼스의 인도학과 교육
과정은 아래와 같다.
<표 4>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인도학과 교육과정
1학기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과목명

2학기
학점

과목명

학점

초급 힌디어 강독 I

2

초급 힌디어 강독 II

2

초급힌디어문법 I

2

초급 힌디어 문법 II

2

초급힌디어회화작문 I

2

초급 힌디어 회화 작문 II

2

인도교양입문 I

2

인도 교양입문 II

2

시청각힌디어 I

2

중급 힌디어 강독 I

2

중급 힌디어 강독 II

2

중급힌디어문법 I

2

중급 힌디어 문법 II

2

중급힌디어회화작문 I

2

중급 힌디어 회화작문 II

2

인도철학 I

2

인도철학 II

2

산스크리트어 I

2

산스크리트어 II

2

인도사 I

2

인도사 II

2

FLEX 힌디어 I

2

FLEX 힌디어 II

2

인도 대외 관계론

2

고급 힌디어 회화 작문 II

2

우르두어 I

2

우르두어 II

2

인도문화연구 I

2

인도 문화연구 II

2

인도지역연구 I

2

인도 지역연구 II

2

인도 법 행정제도의 이해

2

마누법전과 인도사회 I

2

마누법전과 인도사회 II

2

인도 비즈니스 캡스톤 디자인

2

멀티미디어 힌디어 II

2

시사힌디어 I

2

시사 힌디어 II

2

인도경제 I

2

인도경제 II

2

인도학세미나 I

2

인도학 세미나 II

2

합계

42

합계

42

위의 <표 4>를 살펴보면, 글로벌캠퍼스에서 1 학년과 2 학년 교육과정에는 힌디어 과목
이 많고 3 학년과 4 학년에 교육과정에서는 힌디어 과목이 감소하고 지역학 과목이 더
증가하며, 서울캠퍼스의 산스끄리뜨어와 다르게 우르두어 수업이 소개된다. 글로벌캠퍼
스의 교수진은 현재로서 2 명의 한국인과 1 명의 원어민 초빙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서
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 교수들은 필요에 따라서 서울과 글로벌캠퍼스 두 곳 모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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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글로벌캠퍼스에서도 서울캠퍼스와 동일한 교재가 사용된다.
2.3 영산대학교 힌디어 교육의 현황
영산대학교에서 힌디어 강좌는 2008 년부터 글로벌학부에서 개설되었다. 영산대학교
글로벌학부는 4 개 전공, 즉 베트남지역전공, 인도네시아지역전공, 한국비즈니스전공 그
리고 인도지역전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 중 인도지역전공에서 인도 지역학을 중심
으로 일부 힌디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글로벌학부의 입학정원은 약 50 명이며, 인도
지역전공에는 1 명의 한국인 교수가 있다. 부산외국어대학교나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달리
아래의 <표 5>에 나타난 영산대학교의 교육과정에는 1 학년 1 학기와 2 학기에서만 ‘힌디
어 문법 I’과 ‘힌디어 문법 II’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2 학년에서 4 학년에는 힌디어 과목
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표 5> 영산대학교 글로벌학부 인도지역전공(2016 년 기준; 교육과정 개편 중)
1학기

구분

1학년

과목명

2학기
학점

3학년

4학년

학점

영어문법 I

3

영어문법 II

3

힌디문법 I

3

힌디문법 II

3

인도지역입문 I

인도지역입문 II

경제원론

세계경제 세미나

영어회화 I

2학년

과목명

영작문연습

인도투자환경

3

인도 경제와 산업

3

Conference 영어연습 I

2

Conference 영어연습 II

2

영어독해 I

2

영어독해 II

2

무역영어

2

영어회화 II

2

무역학개론

3

무역실무연습

3

인도 정치와 역사

3

무역결제론

3

상인 카스트

2

인도 사회와 문화

2

비즈니스 영작문

2

인도 Family Biz

3

인도기업연구

2

인도 현지 필드학기
(인도 산업/노무/투자 조사)

15

해외마케팅 전략실습(캡스톤)

3

인도 현지 필드학기

15

창업연습

3

인도 현지 필드학기

15

산업체 현장실습

3

인도 현지 필드학기

15

회계원리

2

회계원리 II

2

인도회사법

3

외환관리

3

현장실습 I

18

창업기업경영

2

현장실습 II

18

영산대학교에서는 「입에서 톡 인도어」 교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초급학습자를 위한
교재이다. 총 19 개의 테마와 52 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대화, 어휘, 표현설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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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연습문제, 팁 등을 수록하였고 기본대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인도 문화와 사회에 대
한 간략한 설명이 인도 현지에서 촬영된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
2.4 서울대학교 힌디어 교육의 현황
영산대학교처럼 서울대학교에서도 힌디어 강좌는 아시아언어문명학부에서 2013 년부터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아시아문명학부는 4 개의 전공, 즉 일본언어문
명전공, 동남아시아언어문명전공, 서아시아언어문명전공 그리고 인도언어문명전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인도언어문명전공에서 문학 및 예술을 중심으로 일부 힌디어와 산스
끄리뜨어를 교육하고 있다. 힌디어 교육은 외부 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수강생은 1 명
에서 7 명으로 유동적이고 외부 강사 1 명이 수강생들을 담당한다. 정해진 힌디어 교재
가 없으며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 따라서 교재는 매 학기마다 달라진다. 주로 문법 및
실용언어 교재가 겸용되기도 한다. <표 6>에 나타난 인도언어문명전공 교육과정을 보면
힌디어 강좌는 단 한 과목으로 3 학년 1 학기에 ‘힌디어 강독’이라는 과목명으로 개설되
어 있다.
<표 6>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인도언어문명전공 교육과정
1학기

구분
1학년

2학년

과목명

2학기
학점

아시아 문명론 입문

3

인도의 신화와 예술

3

인도 문학의 이해

3

인도사 I

3

과목명

학점

인도문명의 이해

3

아시아 문명교류사

3

인도사 II

3

인도의 사상과 종교
인도 고전문학
3학년

4학년

3

아시아문명연구의 시각

3

남아시아의 언어

3

인도 현대문학

3

힌디어 강독

3

인도 근현대 문화와 예술

3

근세 인도의 문화와 사회

3

산스크리트어 강독 I

3

아시아 연구지도

3

인도문명 특강

3

산스크리트어 강독 II

3

인도사상 특강

3

본 장에서 국내 힌디어 교육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힌디어 교육은 크게 부산외국어대
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의 힌디어 교육이 직면하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
히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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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힌디어 교육의 문제점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수 및 학습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교수-학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교재 및 평가라고 할 수 있
다. 2 장에서 살펴봤듯이 국내의 힌디어 교육은 교수 및 학습자뿐만이 아니라 교과과정,
교재, 평가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국
내의 힌디어 교육현황을 중심으로 힌디어 교육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추후의 과제를 제
시하고자 한다.
3.1 힌디어 학습자와 교수의 부족 및 문제점
국내에서 힌디어 교육이 거의 50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
도어과가 전국에 단 두 대학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힌디어 교육이 제대로 발전하
지 못 했음을 증명한다. 또한 현재까지 힌디어 교육에서 학사과정과 석사과정만이 운영
되고 있다는 것도 국내에서 힌디어 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1991
년 인도시장 개방 이후 국내의 대기업들은 인도에 주목하며 인도 진출을 시작했고 인도
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힌디어와 인도학에 대한 관심을 이끌
어내지 못 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 힌디어 학습자 및 교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국내에서 힌디어와 인도학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부족은 우리 정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도 정부의 무관심도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인도 투자
및 인도 진출현황 자료를 살펴보면5), 국내시장에서 활동하는 인도기업에 비해 인도시장
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의 수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세하기 때문에 언어 구사 능
력이 뛰어나고 인도 문화와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은 인도 기
업보다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에서 힌디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위 과정을 박사 과정까지 업
그레이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힌디어 학습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타 대학에
도 인도어과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인도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증가에도 불구하
고 전문가 양성 기관의 미비한 발전과 부족은 인도 취업을 목표로 인도 전문가를 꿈꾸
는 젊은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학사과정과 더불어 석사 및 박사 과정 개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
준비해야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힌디어와 인도문화, 학생들의 교육환경 및
성격까지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전문 교수의 확보이다. 내국인 교수는 힌디어뿐만이
아니라 인도 현지 경험이 풍부하고 인도 문화 및 정서를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며, 원어
민 교수는 한국어에 대한 기본지식 및 한국 문화와 한국 학생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
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16400&cid=48531&categoryId=48561#TABLE_OF_CONTEN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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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도학부 인도언어문화전공은 2 명의 내국인과 2 명의 원어민
교수로 구성되어 있으며6), 1 명의 내국인 교수만이 힌디어 문학을 전공하였다. 한국외국
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는 2 명의 내국인과 2 명의 원어민 교수가 있으며, 두 분 모두 언
어학을 전공하였고 주로 힌디어 문법을 교육하고 있다. 글로벌캠퍼스의 교수진을 살펴
보면, 2 명의 내국인과 1 명의 원어민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글로벌캠퍼스의 경우에는
내국인 교수 중 한 분은 산스크리트어 그리고 다른 분은 힌디어 문학을 전공하였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힌디어 교육을 전담하는 내국인 교수의 숫자가 적은데다 인도
현지에서 연구와 학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로서의 힌디어 교육’에 대한 교수법
의 이해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대부분 회화보다는 힌디어 문법 교육에 치중
하게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원어민 초빙교수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혀 모르고 있으
며, 대부분은 문학 전공자들로서 인도에서 외국인을 위한 힌디어 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지 못 하고 국내로 초빙되어 온다. 원어민 초빙교수는 힌디어 구사능력은 뛰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초급과 중급 학습자를 위한 힌디어 교육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 또한 단
지 힌디어 또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초급과 중급 과정의 학습자들은 원어민 교
수와의 의사소통 및 문화갈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힌디어 교육을 위해서는 교수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힌디어 교육을 위해 내국인 교수 및 강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외국어로서의 힌디어 교육’ 관련 연수 및 교수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힌디어 교수
를 위한 연수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인도 정부에서 원어민 힌디어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실행되도록 해야 하지만 인도에는 ‘외국어로서의 힌디어 교육’이라는 교육과정 자
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능숙한 원어민 전문가도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또는 기타 외국어 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 및 학회, 세미
나 등을 참조하여 국내에서의 힌디어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
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힌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외국
어로서의 힌디어 교육’의 연수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한다면 국내의 힌디어 교육은 한
층 더 발전할 것이다.
3.2 힌디어 표준교육과정과 평가의 부재 및 문제점
국내에서 힌디어 교육이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힌디어 표준교육과정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제 2 외국어로 학습되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해당 국가의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에 의해 교육되어 진다. 예를 들어 유럽연
6) 언급된 교수진에 대한 정보는 2019년 1학기의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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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는 유럽 언어를 교육받는 학습자의 평가를 위해 ‘유럽언어공통기준(CEFR)’이 존재
한다.7)

<그림 1> 유럽언어공통기준(CEFR)

세계의 40 여 국가가 자국의 언어를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해 ‘유럽언어공통
기준(CEFR)’을 참고해서 표준교과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EFL)’
은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평가 기준 및 능력 시험이 개발되어 있다. 또한
중국, 일본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언어 평가시험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평가시험은 대부분 초·중·고급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평가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언
어를 교육하는 국립기관이나 사립기관들은 단기 및 장기 교과과정, 교재나 교육 자료
및 평가체계를 해당 언어의 공식적인 능력 시험을 기반으로 설계한다. 따라서 외국인에
게 언어를 교육하는 기관의 교육과정 구성은 매우 흡사하다.
외국인을 위한 힌디어 교육의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도 정부가
인정하는 힌디어 능력평가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2 년 남아공에서 열린 제 9 회 ‘세
7) https://blog.naver.com/kimkmin79/50181633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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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힌디학회(World Hindi Conference)’에서 ‘마하뜨마 간디 국제대학교’에게 해외 대학에서
의 힌디어 교육 교과과정을 준비하는 업무를 지시했다. 2012 년 후반기에 ICCR 의 후원
으로 ‘마하뜨마 간디 국제대학교’에서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참석한 14 명의 힌디어 교육 담당교수와 인도에서 힌디
어를 교육하는 10 명의 인도인 교수가 참여하여 외국어로서의 힌디어 교재 및 단기 교
과과정 작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4 주와 12 주의 단기과정의 교육과정 1 차 모델
이 준비되었다. 2014 년 6 월에 뉴델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1 차 모델본을 평가 및 보완하
여 최종본이 작성되었다. 2014 년 8 월에 다시 열린 회의에서 힌디어 학사 및 석사 교육
과정도 준비되었다. 2012 년부터 2014 년까지 여러 차례의 회의 끝에 ‘마하뜨마 간디 국
제대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은 힌디어 교육과정을 완성하였다.

8)

1) 단기 심화 기초과정 (4 주, 60 시간)
2) 기초 과정 (1 개월, 60 시간)
3) 디플로마 과정 (1 년-2 학기, 360 시간)
4) 힌디어 학사과정: 언어, 문학과 문화 (3 년-6 학기)
5) 힌디어 석사과정 (2 년-4 학기)
위에 제시된 교육과정 중에 단기 심화 기초과정은 해외 대학교에서 운영되는 학부과
정이 아닌 단기과정으로 외국인 학생을 위한 것이며, 다른 교육과정들은 힌디어를 전공
으로 교육하는 인도와 해외 대학들을 염두에 두고 융통성 있게 기획된 것이다. ‘마하뜨
마 간디 국제대학교’는 해외에서 힌디어를 교육하는 모든 대학에 동일한 교과과정을 제
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위에 제시된 교과과정은 참교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해외 대학들은 현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2015 년에 보팔(Bhopal) 인도에서 개최된 제 10 회 세계힌디학회(World Hindi Conference)
에서는 해외에서의 힌디어 교육 관련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해외 대학
의 힌디어 교육과정이 동일해야하지만 현지의 특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외국어로서 힌디어를 교육할 때 새로운 기술 도입(온라인 강좌 및 앱 개발
등)을 시도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학회에서
힌디어 능력평가시험 및 개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해외의 힌디어 교육기관들이 각각 다른 교육과정을 설계한 가장 큰 이유는 힌디어 능
력평가시험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인도 정부가 인정하는 힌디어 능력평가시험이
존재한다면, 대부분의 교육 기관들은 교육과정을 작성할 때 평가시험을 염두에 두고 만
들 것이며, 대다수 국가의 힌디어 교육과정은 동일할 수도 있을 것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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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앞서 살펴봤듯이 학부 과정이 있는 외국어대학들의 교육과정에서 차이가
힌디어 표준교육과정 부재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앞서 논의했듯이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이 언어학습의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영역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및 ‘어휘·문법’ 중에 ‘문법’과 ‘말하기’에만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게
다가 몇몇 대학의 교육과정이 오랜 시간 개편되지 않았거나 다양한 정부 과제로 인해
외국어 교육에 중점을 두지 못한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인해 언어 교육에 필요한 시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힌디어 교육기관은 유럽언어공통기준(CEFR)을 참
고해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및 ‘어휘·문법’ 등 언어학습의 모든 영역에 비중
을 두는 교육과정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도 정부의 힌디어 능력평가시험를 대
신하여 국내 학습자를 위한 힌디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및 ‘어휘·문법’을 평
가할 수 있는 인증체계(힌디어 능력평가시험)를 빠른 시일내에 개발해야 할 것이다.
3.3 힌디어 교육 자료 및 교수법의 문제점
효과적인 힌디어 교수-학습을 위해 유능한 교수만큼 적절한 교재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3.2 에서 논의했듯이 외국어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언어
능력시험 및 평가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은 평가기준에
따라 흔히 초·중·고급의 세 등급으로 나눠진다. 외국어 능력시험이나 등급별 평가기준에
따라 어휘 및 문법 목록을 제시하여 등급 기준에 따라 교과과정 개발과 등급별 교육자
료 및 교재를 집필하는 작업도 훨씬 수월해진다. 또한 등급별 어휘 및 문법 목록을 제시
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자신이 준비하는 평가 등급의 어휘와 문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어마다 기초 어휘의 수가 조금씩 다르다. 대부분 언어의 기초 어휘 목록은 그 언어
의 말뭉치(코퍼스)를 연구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준비된다. 기초 어휘 목록을 선정할
때 단어의 사용 빈도수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 순서로 구분하여 초급, 중급, 고급 목록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
가 설립한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를 연구하고 다양한 관련 자료를 개발하며 홍보하
는 기관이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등급별 어휘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기초 단계에는 1,856 개, 중급 단계에는 3,855 개 그리고 고급 단계에 4.950 개의 어휘를
포함시켜 총 10,641 개의 어휘를 선정했다. 한국어 교육기관과 대학은 어휘 목록을 참고
하여 등급별 교재를 집필하며, 어휘 목록에 선정된 어휘들을 활용하여 한국어 능력시험
의 문항도 개발하게 된다.
중국정부교육기관 한반(Hanban)에서도 중국어능력시험(HSK)을 시행하는데 초급, 중급,
고급의 세 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단계별로 한자 및 어휘의 수가 정해져 있다. 영어의 경
우에는 다양한 기관에서 기초부터 고급까지의 어휘 목록 모음집이 많이 출간되어 있다.
- 94 -

2019 한국외국어교육학회(KAFLE) 국내학술대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교육교재를 집필할 때 등급별 어휘 및 문법 목록을 난
이도에 따라 선정하고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내에서 출간된 대부분
의 힌디어 교재는 문법 중심의 교재이며 교재의 본문에 사용된 단어들은 빈도수와 난이
도를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었다. 그 원인은 힌디어 능력시험 및 등급별 어휘와 문법 목
록의 부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이나 대학교가 선정
한 등급별 어휘나 문법의 목록은 없지만 영어, 중국어 등 다른 외국어의 등급별 어휘와
문법을 참조해서 등급별 힌디어 어휘 및 문법 목록을 작성하고, 국내 학습자들에게 적
합한 교재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문법 중심의 교재보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에 초점을 맞춘 회화 중심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국내에서 힌디어 교육이 직면하는 문제점 중 또 하나는 교수법이다. 외국어 교육은 시
대에 따라 다양한 교수법이 개발되었다. 그간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법 번역식 교수
법’을 시작으로 직접식 교수법, 청화식 교수법, 인지적 기호 학습, 침묵식 교수법, 암시
적 교수법, 전신 반응 교수법, 학습자 중심 교수법,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과업 중심 교
수법, 내용 중심 교수법, 상호작용이론 등 다양한 교수법이 소개되었다.9) 모든 교수법은
상황에 따라 장단점은 있지만, 지난 몇 십 년 동안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의사소통중심
교육법’이 화두가 되어 외국어 교육에서 주요 교수법으로 사용되었지만 교육 현장의 상
황에 따라 다른 교수법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대부분 교재가 문법 설명에 치우쳐 있어 강의실에서도 대부분 언어
교육이 문법-번역식 교수법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문법-번역식 교수
법이든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든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법을 통한 교
육이 중요하다. 현 시대의 기술발전과 디지털화로 인해 교수법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힌디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그들의 요구를 분석
하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육 방한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외국어 교육은 ‘말하
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및 어휘’의 영역으로 그 영역에 따라 효과적인 교수법도 상
이할 것이다. 국내에서 효과적인 힌디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은 학습자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재와 교수법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힌디어 교육은 곧 반세기를 맞이하겠지만 현재까지 해마다 힌디어 교
육관련 학술대회나 발간되는 학술지가 없다는 것이 힌디어 교육의 미약한 실정을 증명
하고 있다.
이상으로 국내에서 힌디어 교육이 직면하는 문제점을 살펴봤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힌
디어 교육이 직면하는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9) H. Douglas Brown(권오량, 김영숙 공역), 「원리에 의한 교수」,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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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힌디어 교육의 과제
제 3 장에서 힌디어 교육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은 큰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1) 힌디어 학습자 및 교수자의 부족
2) 국내에 힌디어 박사과정의 미개설
3) 힌디어 학습자를 위한 표준교과과정 및 표준 평가체계의 부재
4)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포함한 통합교재의 부족
5)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법 및 자료의 부족
6) ‘외국어로서의 힌디어 교육’에 대한 인식의 부족
7) 힌디어 교육에 신기술 도입 및 활용의 부족
국내에서 힌디어 교육 관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힌디어 교육의 발전 및 개선을 위해 아래의 방안들이 신속히 수행되
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타 언어의 표준교과과정을 참조하여 초급, 중급, 고급의 단계별 힌디어 표준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기존 국내 대학의 학부 교과과정이 표준교육과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도 정부의 ‘힌디어 능력평가시험’이 개발되기 전까지 국내 학습자를 위한 ‘힌
디어 능력평가시험’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평가시험은 초·중·고급
으로 구분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어휘 및 문법’ 영역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
다. 일반적으로 언어능력시험이 대부분 필기시험으로 말하기를 제외한 듣기, 읽기, 쓰기,
어휘 및 문법 등 필기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역만 평가하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도 힌디어 전문가의 부족으로 초기에는 말하기를 평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읽기, 쓰기, 듣기, 어휘 및 문법’ 영역의 평가를 위한 시험을 시작으로 추후에
말하기 영역의 평가시험을 확장시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힌디어 말뭉치와 타 외국어의 등급별 어휘를 참조해서 등급별 힌디어 어휘 및
문법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등급별 힌디어 교재를 개발하기 전에 본 작업이 필수적으
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의 힌디어 학습자를 위한 외국어 교육의 최신 이론에 기반을 둔 ‘말하기, 쓰
기, 듣기, 읽기’의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포함한 초·중·고급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교재
에는 등급별 어휘 및 문법을 최대한 많이 포함시켜야 하며 등급별 문화 및 문학적 지식
도 포함시켜야 한다.
다섯째, 국내 힌디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타 대학에서도 인도어과가 개설되어
- 96 -

2019 한국외국어교육학회(KAFLE) 국내학술대회

야 할 것이며, 기존의 학부 과정에서 석사 및 박사 과정도 추가적으로 개설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현지 경험이 풍부한 국내의 힌디어 전공 교수진을 확보해야 한다.
여섯째, 국내 힌디어 교육자 협회를 창설하여 매년 힌디어 교육 관련 학술대회 및 교
육 연수를 개최해야 한다. ‘외국어로서의 힌디어 교육’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수와 교육
을 통해 학문의 한 분야로써 힌디어 교육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힌디어와 한국
어의 비교연구를 통한 교육 및 참고자료의 집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힌디어 교육이 교육기관의 강의실뿐만 아니라 K-MOOC 와 같은 온라인 힌디
어 강좌 및 스마트폰 앱 개발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힌디
어 교육 관련 온라인 사이트를 생성하여 힌디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의 인도 정보
를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고 공유해야 할 것이다. 사이트를 통해 국내 힌디어 학습자와
인도의 원어민 학생들이 자유롭게 언어를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탄뎀 강좌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덟째, 국내 힌디어 전공자의 학업을 지원해줄 다양한 장학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
이며, 힌디어 전공자의 취업 향상을 위해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유지 및 취업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5. 나가기
본 논문은 국내의 힌디어 교육기관인 네 개 대학의 힌디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앞
으로 발전해야 하는 방향 및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1971 년에 힌디어 교육은 최
초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학부 과정으로 시작되었고, 1983 년에 부산외국
어대학교와 1984 년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까지 확장되었다. 하지만 48 년이
지난 후에도 외국어대학을 제외하고는 국내의 다른 대학에 인도어과가 신설되지 않았다.
또한 국내 대학에 인도어(힌디어)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힌디어 교육의 역사가 거의 50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발점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과 글로벌캠퍼스, 영산
대학교와 서울대학교 힌디어 과정의 학생 수 및 교수진, 교재와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
하면서 힌디어 교육의 실제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국내에서의 힌디어 교육이 직면한
주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다.
첫째, 국내에 힌디어 학습자 및 교수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국내의 힌디어 교육 및 교과과정은 국제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국내 힌
디어 학습자를 위한 공인된 표준 평가체계가 부재하다.
셋째, 국내에서 발간된 대부분의 힌디어 교재들은 문법 설명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언어교육의 네 가지 기능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초점을 둔 의사소통 능력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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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킬 수 있는 표준 통합교재가 없다.
넷째, 국내에서의 힌디어 교육은 주로 문법-번역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언어교육의
최신 이론을 반영한 교수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내에서 힌디어 교육 관련 학회가 부재하며, 힌디어 교육자를 위한 ‘외국어로
서의 힌디어 교육’ 관련 연수가 개최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중·고급 수준의 표준 힌디어교육과정 개발 및 현존하는 전공 및 비전공 교과
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학습자의 힌디어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힌디어 능력평가시험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국내 힌디어 학습자를 위한 등급별 어휘 및 문법 목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넷째, 언어교육의 최신 이론에 근거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네 가지 기능을 향상
시키기 위한 의사소통 중심의 통합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기존의 비학위과정을 학위과정으로 또한 학위과정을 석·박사 과정까지 업그레
이드시켜야 하고 국내에서 차세대 힌디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 교수진을 확보
해야 한다.
여섯째, 힌디어 교육자 협회를 창설하고 매년 힌디어 교육 관련 학술대회 및 교육 연
수를 개최해야 한다.
일곱째, K-Mooc 와 같은 온라인 힌디어 강좌 및 스마트폰 앱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덟째, 힌디어 전공자의 취업 향상을 위해 인도 진출 국내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체
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논문은 국내에서 힌디어 교육의 현황 및 실태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논문은 국내에서의 힌디어 교육의 현황 및 과제를 다룬 최초의 논문이
라 여기며 그에 따른 가치가 있을 것이라 사려된다. 하지만 국내 대학들의 힌디어 교육
의 변천사와 국내에서 출판된 힌디어 교재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큰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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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 공동교육과정 현황 및 트랜스미디어티칭을 통한 활성화 방안모색
조윤희
(한국외국어대학교)

Ⅰ. 들어가기
2011 년을 기점으로 베트남어 교육이 고등학교에서 적용되며 베트남어 교육에 관한 연
구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어 교육도 현시점에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 ․ 고등학교의 교육은 교과서의
범주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제 2 외국어 교육을 위한 환경도 여러
개선이 필요하다. 제 2 외국어 교육 역시 타 교과와 같이 학습자의 학습 진도에 맞춘 범
주 안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 입시를 위한 학습을 선호하는 대다
수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제 2 외국어는 시수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1)
따라서 진보하는 국제화, 융 ․ 복합 시대에 당면한 현 시대의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
를 파악하여 체계적이면서도 교수 ․ 학습자간의 원활하면서 효율적인 수업이 되도록 제 2
외국어교육의 정체성전환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제 2 외국어인 베트남어 교육 중 외국
어고등학교의 수업을 제외한 일반계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의 현황을 알아보고 공동교
육과정 속에서 보여 지는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트랜스미디어를 활용하여
보다 폭 넓은 교육영역의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외국어교육방법론에 대한 전
체적 논의가 아닌 중 ․ 고등 베트남어 교육이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 학문이 되기 위한
방안으로써의 베트남어 교육을 위한 트랜스미디어교육 교재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1) 베트남어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
중 ․ 고등학교 베트남어 교육은 시작 시기가 타 외국어 보다 늦은 2011 년에 시작되었
으며, 충남외국어 고등학교 베트남어과에서 1 학년 베트남어 전공 기준 주 8 시간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시수와는 다르다. 이 후, 수원의 권선고등학교가 거점화고등학교
로 지정되면서 수원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매 주 토요일 4 시간을 수업하는 방
1) 조항근(2009)은 대부분의 일반고에서 제 2외국어I의 편성이 2단위~3단위(주당 2시간~3시간)이라고 밝혔
으며, 조윤희(2018)는 베트남어 수업시수의 경우 주당 4시간~10시간가량이 편성되고 거점학교의 경우 4
시간, 외국어고의 경우 8시간~10시간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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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거점화 교육이 시작되었고 서울 건대부고 또한 이러한 형태이다. 이외에도 연합
형 교육과정 형태로 경기고와 영동고가 베트남어 수업을 개설하였으며, 부산남고등학교
(이하 부산남고)의 경우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베트남어를 교육과정에 편성하
여 2018 학년도부터 교육하기도 하였다.
부산남고의 경우 해당 지역의 부산외국어대학교과 제 2 외국어 교육과정과 교육실습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로부터 교육
실습활동을 지원받고 있다.2) 또한 세종 교육청에서는 올해 4 월 개강을 위한 캠퍼스 공
동교육과정의 여러 과목들 중 하나로 베트남어를 개설하였으며 2020 년에는 충청도의
청주외고에도 베트남어과가 개설될 예정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 고등학교 베트남어교육
은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교육 지역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
는 이러한 교육과정 중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개설된 베트남어 공동교육과정
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광우(2018)3)에 따르면 공동교육과정은 시 ․ 도 교육청은 공동교육과정의 명칭을 거점
학교, 연합형 교육과정 등과 같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으나 거점학교나 학교 간 연계 교
육과정을 통해 단위 학교 자체적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
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의 희망, 적성, 진로에 부
합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동교육과정의 공통적인 운영목적이자 방식이다.
이러한 공동교육과정이 개설될 수 있었던 근거에는 제 7 차 교육과정인 2007 개정 교
육과정, 2009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지침 사항에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거점형, 연합형 교육과정의 경우 주당
운영단위 수는 2~3 단위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교과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
은 학교들의 학생들을 15~20 명 내외로 그룹을 형성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토요일 과 같은 주말에 3~4 시간 정도를 몰아서 교육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베트남어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베트남 문화전반에 관한 기본 지식들
을 배우고 베트남 음식, 영화 와 같은 체험학습 등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한 베트남 전반
에 관한 학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제외한 거점형, 연
합형의 경우 과목에 대한 평가는 석차등급, 교과목명과 단위수,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
표준편차,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조선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142244에서 2019년 7월 28일에 검색했음.
3) 이광우.(2018).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시 ․ 도교육청의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시론. 인문
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8(8), 461-475.
- 104 -

2019 한국외국어교육학회(KAFLE) 국내학술대회

<그림 1> 건대부속고등학교 2014학년도 학사일정 (출처: 서울시교육청공식블로그4))

2) 베트남어 공동교육과정의 문제점
중, 고등학교 언어교육에 있어 베트남어 교육은 타 외국어 교육보다도 그 출발 시점이
늦다. 따라서 중, 고등학생들의 학습범위에 최적화된 베트남어교육 방법론에 관한 연구
가 시급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용자가 많지 않고 학습의 범위가 타 언어보다도 넓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하여 기존의 언어교육 방식이 추구하는 교과서를 통한 교수학
습법이 아닌 학습자 참여지향에 바탕을 둔 학습방식전환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를 전신으로 개발한 다양한 트랜스미디어교육
모형을 활용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상호문화이해의 폭을 넓히며 학습자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도모하는 학습형태전환을 시도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전에 시행되었던 거점화교육방식, 연합형 교육방식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
는 베트남어 공동교육과정에는 수업의 원활한 진행에 있어 몇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것
도 사실이다. 첫째로 이와 같은 형태의 교육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수업 집중도
가 낮다는 것이다. 본인을 비롯하여 거점화교육 방식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매 주 토
요일 3~4 시간을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는 한 주 동안 다른 수업에 몰입하던 학
생들이 긴 시간의 공백기를 가진 후 학습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학생들의 언어학습
에 효과적인 방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학년간의 차이와
타 학교 학생들과의 합반형식은 수업진행의 집중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4) 서울시교육청공식블로그: https://seouleducation.tistory.com/1002에서 2019년 7월 28일에 검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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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두 번째로는 토요일 4 시간이라는 시간동안 학습하여야 하는 형태이므로 학습의
진도량이 학습자를 위해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3~4 시간이라는 함축적 시간에 더
많은 학습을 하게 되어 학습의 피로감이 더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수업 내에 준비하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 부담감을 줄 요인
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학습자의 이러한 수업 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문화수업
이 진행 될 때, 학생들의 문화적 호기심은 충족될 수 있으나 과연 이것이 베트남어 학습
을 스스로 해보겠다는 학습자 스스로의 동기부여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인
가의 문제이다. 현재 시행되는 공동교육과정은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수업 방식이기는 하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은 거점화방식의 교육과 크
게 다를 것이 없다. 3~4 시간이라는 시간을 학습자가 느끼기에 즐겁고 흥미로운 학습의
기회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needs 를 충분히 반영하여야하며 그 안에서 언어
의 학습도 함께 이뤄져야한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느끼듯 문화체험이 아닌 언어의
학습은 상당히 지루한 수업이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자들은 문화체험을 통한
흥미 유발이지만 한편으로 문화교육이 과해질 때 언어 학습은 ‘주’가 아닌 ‘부’로 남는
경우가 된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문제점 외에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할 여러 문제점들이
있으나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가장 교수자가 고민하는 점일 것이다.
Ⅲ. 트랜스미디어를 활용한 베트남어 교육
트랜스미디어란 헨리 젠킨스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청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스토리텔링방식의 하나이다. 그리고 원작을 반복하여 활용
하는 것이 아닌 원작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미디어를 동시 다발적으로 활용하면
서 미디어별로 각자의 자기 충족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각의 미디어가 원작과
연결되는 고리를 가지고 있는 방식이다. 이러한 스토리텔링 방식을 교육에 접목시킨 것
은 트랜스미디어티칭으로 기존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교과서 밖의 교육 접근 방식을 꾀
하는 것이자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 개선을 도모한다.
따라서 다양한 미디어 활용에 따라 학습의 방식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고 개발자가 의
도하는 기획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교수학습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1) 기존의 미디어 활용 교육의 예시와 문제점
기존의 외국어 교재의 활용 유형 중 한 가지는 드라마나 영화, 뉴스처럼 실제 생활에
서 접할 수 있는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 방식이다. 10~20 분 정도의 짧은 회화영상을 활
용한 회화학습 방식으로 간단한 회화를 배우거나 문형을 배우는 것에 적합한 방식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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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이와 같은 미디어 활용 방식은 몇 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대화전개이다.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
서 스토리의 흥미를 위해 제작된 영상은 학습 교재로 활용 될 때, 회화나 문법,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몇몇 챕터들을 짜깁기하는 형태로 문법과 문형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영상물의 도덕성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다. 영상물이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을 경우 영상물에서 보여 지는 폭력성, 표준화 되지 않은 언어는 수용자에게 학습효
과를 저해하는 요인일 수 있다.
셋째로 학습 집중도의 하락이다. 학습자가 스토리에 대한 집중 혹은 등장인물에 관한
집중으로 치우쳐질 경우, 외국어 학습보다 흥미위주의 학습형태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영상물과 함께 학습하였을 때 가져오는 실제에 가까운 언어 학습은
실용적이면서도 영상 활용이 주는 최장점인 보고, 듣고, 상황을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서적을 활용한 학습 방식 보다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또 다른 미디어를 활용한 학습 유형으로 외국 문화를 이해하여 외국어에 대한 친근감
을 높이고자 문화요소를 활용하는 경우이다. 문화요소를 활용하는 경우, 각 콘텐츠에 대
한 심도 있고 균형 잡힌 이해와 연구 가치를 지닌 문화요소를 찾고 그에 따른 근거자료
를 토대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수자가 이러한 문화요소를 찾아 연구하고
학습 자료로 개발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처럼 위에 언급한 교수학습방법들의 취약점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들이 개
발되어진다면 베트남어 학습의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방식의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들이 개발
된다면 학생들의 학습에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2) 트랜스미디어방식을 활용한 시나리오형 교재개발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과서를 활용한 트랜스미디어 콘텐
츠 개발의 방안 중 하나로 교과서를 활용한 시나리오의 개발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러
나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중에서도 문법과 어휘학습에 쉽게 활용되는 방법일 수 있는 시
나리오 교재를 개발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째-학습자의 학습 능력, 둘째-학습자의 학습 범위, 셋째-교수자와 학습자의 참여범위,
넷째-교육과정을 충족하는 교과진도, 다섯째-교과서의 활용 정도
사실, 현재 개발되어 충남외국어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충청남도교육감 인정도서
‘베트남어 회화 I, II’5)에서는 각 과의 흐름에 스토리텔링 방식을 도입하여 1 단원부터 마
지막 단원 까지 책의 주인공이 장소와 환경을 달리하며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도입 함에도 교과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5) 안경환 외.(2018). 베트남어 회화 I, 충청남도교육청. 안경환 외. (2018). 베트남어 회화 II, 충청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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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로 한국인끼리 대화하게 되는 상황이나 각 단원 별 단발 적 상황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전체적 이야기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으며, 문법과 단어학습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
었기 때문에 기존의 교과서 형식과 차이점이 없다고 볼 수 있고 학습자에게 있어 교과
서적 지루함을 탈피할 수는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림 2>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베트남어 회화I 교과서

그렇다면, 기존의 개발된 교과서에서 어떤 콘텐츠들을 새롭게 생산해 낼 수 있을까.
우선 교과서를 활용한 시나리오 교재개발의 기본요건은 교과서의 내용에서 특징을 찾고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어 교과서의 개발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개정이 되는 시점에 개발되어지는 것
으로 현재 개발된 교과서는 트랜스 미디어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니므로 기존 교과서의 형식 내에서 연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교과서를 기반으로 어떤 특징을 발견하고 분석하
는 것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 과정의 틀이 위배되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에
서 베트남어 초급자, 중급자의 수준을 가르는 어휘를 걸러내는 기존의 작업 틀을 유지
하며 문범 활용의 범위를 측정해 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문법의 활용범위가 정해진 후
그에 맞는 시나리오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 할 것이다. 이는 교
과서의 학습 흐름과 유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실용적으로 쓰이는 회화의 구성
역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나리오 작성 시 초반 캐릭터 설정과 상황, 배경
의 설정 역시 필요하다. 위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여 간략한 스토리의 시나리오를 제
작 할 경우 베트남어 회화 I 교과서의 구성에 관한 기본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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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베트남어 회화I 교과서활용 시나리오 충족 요건

순

충족요건

1

단어 수

2

문법 활용

3

관용적 표현

감사, 사과, 초대, 날씨, 사고팔기, 먹고 마시기 등

4

문화적 요소

음식, 역사, 인물, 국가상징 등

5

시나리오 학습 소요시간

내용
300~500 어휘

각 단원 당 4개의 문법 * 10단원 = 40가지 문법

학생들의 집중도를 감안하여 30분 안팎의 영상이 될 수 있도
록 구성하며 나머지 시간 동안 문법의 숙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별도의 학습내용을 따로 구성

위의 <표 1>의 경우, 베트남어를 6 개월간 학습한 고등학교 1 학년 2 학기 과정 학생의
교과서로 베트남어의 기초적인 발음, 성조, 문법을 숙지한 이후 베트남어의 기본 문형을
이해한 학생이 배우는 교과서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기초적 문법형식이나 간단한 어휘
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어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시나리오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만들어 질 시나리오의 간략한 줄거리 이다.
<표 2> 베트남어 회화I 교과서를 활용한 시나리오 줄거리

시나리오 줄거리 :
주인공 Su-ho는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학생으로 여름 방학을 맞아 베트남으로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간다. 주인공은 베트남 하노이를 여행하면서 물건을 사고 음식을 맛보는
등 베트남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베트남어를 활용하며 베트남 문화를 체험하게 되는데
새로운 여행지에서 갑작스럽게 동생이 장염에 걸리게 되어 병원으로 가게 되어 주인공
Su-ho는 가족의 대표로 베트남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들은 다시 즐거운 여
행을 하고 한국으로 귀국한다.

위의 <표 1>에 요건을 충족하여 <표 2>와 같은 시나리오를 만들고 학습자를 위한 영
상이 만들어진다면 이 영상을 학습한 학생들의 학습 숙지 확인을 위한 활동지도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나리오 속 활용된 문법들을 숙지하여 작성된 활동지는 또
다른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 될 수 있다.
Ⅳ. 맺음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 고등학교 공교육으로서의 베트남어 교육은 시작 된지 약
8 년 정도의 짧은 시간이 흘렀고 앞으로 표준화된 베트남어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행인 것은 여러 선행연구를 거친 타 외국어의 연구들이
있었기에 이를 참고하여 베트남어 교육이 기초 작업이 안정적인 행보를 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융 ․ 복합학문이 대두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학습
자가 많은 타 언어권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교수학습의 형태 또한 고민해보며 외국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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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효율적인 방안연구를 함께 하는 행보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트랜스미디어 콘텐
츠를 활용한 베트남어 교육 역시 이러한 고민에서 나온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한 방식
이외의 여러 가지 형태의 콘텐츠가 베트남어 교육과정 안에서 함께 연구되어야 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이는 베트남을 연구하여 후학들에가 넘겨주고자 하는 베트남을 연구하는
학자들 모두가 함께 고민하여야할 지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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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국어과-베트남어과 통합 수업 설계
황엘림
(한국외국어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역량기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역량은 어떤 단일한 능력이
아니라, 복합적인 수행 능력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곧 독립된 영역 성취기준의 제시
로 인한 분절적이고 개별적인 학습에 대해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한 교과 내용의 재구조
화가 대안적인 방안으로 접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1) 수업시간 안에서 핵심역량을 개
발하기 위하여 이미 많은 연구들이 협동 학습, 프로젝트 수업, 과목 간 통합 수업의 방
법으로 진행되었고 그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으로 강조되는 것들 중에서 의사소통능
력,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공동체의 항목은 언어과목의 수업으로 향상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어과와 베트남어과 통합 수업 설계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2. 문학작품을 통한 국어과와 베트남어과 통합 수업 설계
문화적으로 한국과 베트남은 같은 한자문화권에 자리하여 유사성이 발견되는 문학작
품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 중 베트남 문학의 정수라 일컬어지는 ‘금운교전(truyện Kiều)’
은 한국의 ‘춘향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그러나 두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춘향전
의 주제는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여성의 정절과 신분 상승 욕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금운교전은 불교의 업보 사상에 영향을 받은 재명상충(才命相沖)이다. 작품 구조
또한 한국의 춘향전의 비해 베트남의 금운교전이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
인공의 수난과 극복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2) 이처럼 두 작품의 공통점을 찾아
옛 풍습에 대해 이해하고 차이점을 찾아 그 배경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양국의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현재의 베트남어과 교육과정에는 언어 학습과 더불어 문화 학습에 대해 강조하고 있
1) 김보람(2012), 자국어 교육과정 국제 현황과 핵심역량 기반 국어과 교육과정 통합 방안, 이화여대 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
2) 응웬 응옥 꿰 (2009), 베트남 <쭈엔끼에우(翹傳)>와 한국 <춘향전>의 여성수난 서사 비교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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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제한된 시수로 인해 베트남 문학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교
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국어 시간을 이용하거나 학기말 시간을 이용해 통합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수업의 과정속에서 핵심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 지
는 아래의 수업계획서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3. 수업계획서 : 국어과 베트남어과 통합 수업 과정안3)
학습주제

한국과 베트남 문학 작품의 비교 분석

학습목표

한국과 베트남의 문학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양국의 문화에 대
한 이해를 높인다

중점교과역량

창의적사고, 심미적감성, 공동체, 의사소통
교수학습 활동

단계

교사

학생

시간

학습 자료 및
유의점

수업준비

춘향전과 금운교전을 미리 춘향전과 금운교전을 수업
읽어 오도록 지시한다
시간 전에 읽어온다

금운교전은 번역본
으로 읽되, 중요한
구절은 원어로 베
트남어과 시간에
학습한다.

수업소개

창의적사고, 심미적감성,
공동체, 의사소통, 자기관
리, 지식정보처리에 대해
이해한다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능력임을
강조한다

핵심역량에 대해 소개한다

심미적 감정

도입

문학작품을 읽고 느꼈던 감 한 사람씩 본인이 느꼈던
정들을 모둠별로 자유롭게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 한
이야기하게 한다
다
10분
작품을 보면서 재미있거나
특정한 장면들에 대해 본
아름답게 느껴지는 장면이
인이 느꼈던 감정들을 자
있다면 왜 그런지 생각해보
세히 이야기 한다
게 한다

활동지

의사소통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 작품당 5단어씩 메모지
에 대해 메모지에 적어보도
에 작성한다
록 한다
전개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벤다이어그램에 공통점과 차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한
이점을 각각 붙이도록 한다
다

15분

메모지,
벤다이어그램

창의적 사고
한국의 작품과 베트남의 작 문화, 역사적 배경등을 고
10분
품이 왜 다른 양상을 보이는 려하여 차이점을 추측해

활동지

3) 이태성(2018). 역량 중심 사회과 수업 모형의 설계: ‘4Cs’를 중심으로. 사회과수업연구, 6(1): 12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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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본다

두 문학 작품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가치에 대해 수용
상이한 여성관과 정절관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의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한다 한다
공동체
문학작품에서 드러난 문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민감 차이를 통해 문화적 다양
활동지 작성 후 모
15분
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도를 높이도록 한다
둠 별 발표
한다

4. 기대효과
문학작품을 이용한 국어과 베트남어과 통합 수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역량의 증
진을 기대할 수 있다.

1 )창의적사고: 교수자가 문학작품의 해설을 미리 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다른 작품
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넓은 범위의 아이디어가 발생한다. 줄거리는 비슷하나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는 양식이나 구성 방식의 차이가 왜 생겼는지를 창의적으로 생각해본다.
또한 전통적 윤리관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새롭고 다양한
관점들에 대한 개방적 수용적 태도를 함양 한다.
2) 심미적 감정: 먼저 양국 문학 작품에 담긴 문화적 전통을 이해한다. 더불어 작품을
읽음으로써 생겼던 감정을 발견하고, 문학이 인간의 삶에서 가지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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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작품을 읽고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요소를 찾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을 증진시킨다.
3) 공동체: 문학작품을 통해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게 되면서, 다문화 사회에 문화적 다
양성에 대한 민감도를 높인다.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 한다.
4) 의사소통: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면서 본인의 생각과 사고를 효과적으
로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방법을 훈련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본인의 의견
을 비교하면서 더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게 됨과 동시에 타협하는 법을 연습한다.
5. 나가는 말
학생들에게 핵심 역량을 발달 시킬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본 연구자는 두 과목 간의
통합 수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수업안을 제시하였을 뿐 이 안을 바탕으
로 실제 수업을 진행 해보고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지 못하였다는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수업 계획안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과
진도 나가기에 급급한 현재의 수업 문화에서는, 교사 스스로가 역량의 개념을 이해하고
성취 기준을 재구성하고 교과 간의 통합 수업을 꾸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
서 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업 시간 탄력 운영과 같은 제도적인 개선 또한 동시에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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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베트남어 교재 구성에 대한 연구
- 교수자의 교수방법과 학습자의 학습과정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이강우
(청운대학교)

I. 서론
그동안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교수자로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ebs 교재 등 다양한 베트
남어 학습 서적을 집필할 때마다 효율적인 베트남어 교재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왔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영어 교재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 학습 교재를 살펴
보았다. 영어 교과서의 경우, 각 과의 처음 부분은 듣기로 상황을 그림으로 제시하며 그
상황에서 어떤 소리로 얘기하는지를 듣고 그 소리를 익히게 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만나는 그림을 주고 “Hello. How are you?”라는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인사를 이런 소리로 하는구나!’라고 소리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모국어인 한
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을 연상하게 한다.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구사하는 소리를 24 시간 수 없이 듣고 따라하는 모국어 학습과정이 그것이
다. 모국어와 같이 영어 학습도 ‘24 시간 동일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구사하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반복하여 듣고 따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효율적인 교재가 될 것이다. 또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청소년기를 거치는 영어 학습은 소리로 인식하
는 학습방식이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화문-단어-문법 설명-연습문제-문화”
로 이어지는 구성은, 단어나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대화를 접하
는 모국어 학습 단계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 방식이, 대학 이후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 시작하는 베트남어 학
습방식으로서도 효과적일 것인가? 특히 제 2 외국어로서 학습 시간이, 베트남어에 노출되
는 시간이 극히 제한되고, 의지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국어 학습
과정과 유사한 학습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또 한 가지,
“성인이기 때문에 소리로 인식하는 외국어 학습 방식이 소아나 청소년에 비해 어려울
수 있는 반면에, 성인으로서 발달된 논리력, 이해력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교재가 강조하는 측면이 발음이나 성조를 통한 유
창성보다는 문법과 어휘를 통한 정확한 표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어 교재와는 다른 제 2 외국어로서 효율적인 베트남어 학습 교재가 필요하지 않을
까?”하는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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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베트남어 교재 중 대부분이 초급베트남어 교재로 보인다.1) 각
교재의 내용은 인사, 소개, 가족, 날씨, 계절, 시간, 날짜, 식사, 쇼핑 등 일상생활과 관련
한 주제이며, 이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의사소통기본표현에서 다루는 주제들과 비슷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 그러나 “대화문-단어-문법 설명-연습문제-문화”로 이어지는
구성은 영어 교재를 포함한 기존의 타 언어 교재와 비슷하다. 이것은 제 2 외국어로서
베트남어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는 구성이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베트남 교재
의 구성은 어떤 것인가? 본 연구를 통해 제 2 외국어의 특성이 반영된 베트남어 교재의
구성을 고찰할 수 있다면 향후 효율적인 베트남어 교재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급 베트남어 교재의 구성으로 그 연구범위를 제한
한다. 이것은 위에 언급한 제 2 외국어의 특성을 명확히 제시하여 그에 알맞은 교재의
구성을 고찰하려는 의도에 부합한다. 먼저 소리에 민감한 소아 청소년이 아닌 논리력과
이해력이 충분히 발전한 성인을 대상으로, 노출되는 시간이 극히 제한적인 제 2 외국어
로서 베트남어를 처음 학습하는 초급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베트남어 교수자의 교수학습 방법과 학습자
의 학습과정에 주목하였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각각 어떠한 과정을 통해 베트남어를 강
의하며 습득하는지 그 방식과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베트남어 강의와 학습의
전후 과정이 교재의 구성과 일치하는지, 서로의 연계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교수자의 교수방법에 대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대
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각각 진행했다.
본 연구는 II 장과 III 장의 교수자와 학습자의 설문 조사와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IV 장에서는 강의 방식, 학습 과정과 교재 구성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교재를 효율적으
로 재구성하였다. 이때 기존의 “대화문-단어-문법 설명-연습문제-문화”의 구성이 자연스
럽게 변화되어 재구성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항목이 삭제
될 수 있다. 그리고 V 장에서는 종합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09개정교육과정. 서울: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 인터넷 교보문고(www.kyobobook.co.kr)에서 ‘베트남어’로 검색하면 301건, ‘베트남어첫걸음’으로 검색하
면 31건, ‘초급베트남어’로는 6건의 서적이 검색된다. 그러나 각 서적을 자세히 보면, 제목에 ‘첫걸음’
이나 ‘초급’이 없지만 대체로 ‘초급’과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교육부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베트남어 ‘의사소통기본표현’은 15개 주제(인사, 감사와 사과, 신상정
보, 시간, 가족, 왕래, 먹고 마시기, 사고팔기, 인물-사물 표사, 진료, 집 빌리기, 주택, 취미, 학습, 기후
및 날씨)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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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특수 언어권의 교육과정과 평가
(제2외국어교육에서의 대입평가)

[Session 2] 제2외국어교육에서의 대입평가 1
장소

좌장

201호

김경선(국립국제교육원)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2019 CSAT Reading
Comprehension Passages: Classification of Text Types
14:25~14:50
발표

장지연(명지대)

토론

김준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독일어 교육과정의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14:50~15:15

15:15~15:40

발표

신형욱(한국외대)

토론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한문 영역(중국어Ⅰ) 과목의 문법, 문화 영역 분석: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현행 중국어Ⅰ 교과서 중심으로
발표

서형규(연세대)

토론

최은재(장안대)

[Session 2] 제2외국어교육에서의 대입평가 2
장소

좌장

201호

이명숙(연세대)

상호문화 지역학: 독일 유대인의 강요된 이름
15:50~16:15

발표

현희(숭실대)

토론

이미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론

김경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론

정우향(한국교원대)

고등학교 프랑스어I 교육과정과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화 문항을 중심으로
16:15~16:40
발표

이경수(상명대)

고등학교 프랑스어 평가
16:40~17:05

발표

김정숙(둔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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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Dimensional Analysis of 2019 CSAT Reading Comprehension Passages:
Classification of Text Types
Ji-Yeon Chang
(Myongji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 aimed to conduct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twenty-five reading
comprehension passages in the English section of Korea’s 2019 CSAT (College Scholastic
Aptitude Test). In this study, Multidimensional Analysis Tagger (MAT) (Nini, 2015), a
computer program for the multi-dimensional functional analysis of English texts based on the
Stanford Tagger (Toutanova, Klein, Manning, & Singer, 2003), was used. MAT calculated the
z scores of the given corpus data for six dimensions (Biber, 1988) and identified the closest
genres and text types (Biber, 1989). Results show that Involved Persuasion was the most
frequent text type, followed by Scientific Exposition and General Narrative Exposition. There
were no passages of Intimate Interpersonal Interaction, Informational Interaction, or Situated
Reportage. It was revealed that the entire corpus was close to General Narrative Exposition,
which “[is] primarily informational and expository but often use[s] narration to convey
information” (Biber, 1989, p. 31).

참고문헌
Biber, D. (1988). Variation across speech and writ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iber, D. (1989). A typology of English texts. Linguistics, 27(1), 3-43.
Nini, A. (2015). Multidimensional Analysis Tagger (Version 1.3). Retrieved from http://sites.google.
com/site/multidimensionaltagger
Toutanova, K., Klein, D., Manning, C., & Singer, Y. (2003, May-June). Feature-rich part-of-speech
tagging with a cyclic dependency network. Paper presented at the HLT-NAACL Conference,
Edmonto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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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교육과정의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신형욱
(한국외국어대학교)

I. 이끄는 말
교육에서 평가는 목적 지향적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교수·학습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
이다. 향후 교수·학습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성적을 부여하거나 선발을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후자의 선발 기능은 전자의 진단 및 형성 기능에 우선하여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과정 중심 교육’이 강조되는 것
도 교육이 종종 지나치게 평가에 맞춰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평가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환류 효과(backwash effect 혹은 washback effect)라고 하
는데, 평가의 결과가 학습자의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환류 효과도
그만큼 더 강하게 나타난다. 대학입시 중심의 우리나라 교육체제에서 교육과정의 목표
보다 평가,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결정짓는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교육과정 독일어과의 <평가>1)와 수능시험
이 독일어 교육에 바람직한 환류 효과를 유발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교육과정 구현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평가>는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 측정
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교육과정의 틀에서 시행되는 수능시험의 평가 내용과
방법도 교육과정에 명시된 독일어 교육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교
육과정 분석이나 수능시험의 체제 및 문항 분석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있었으나, 교육
과정의 <평가>와 수능시험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다. 이를 위해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평가 관련 내용을 살펴본 후, ‘2019 학년도 독일어 수능시험’의
구성과 문항 내용을 분석한다.
II. 외국어 평가의 타당도
외국어 평가는 무엇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과 구성이 달라진다. 특정 교육과
정에 따라 교수·학습한 내용 범위 내에서 학습자가 학습 목표에 얼마나 다가갔는지, 즉
학습 목표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성취도(achievement) 평가와 특정 교육과정과는 상관없
이 일정한 시점에 응시자가 습득한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숙달도(proficiency) 평가가
1) 이 글에서는 교육과정의 항목을 <평가>, <목표> 등과 같이 < >에 담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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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부분의 학교 교육평가는 성취도 평가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평가도구의 품질은 보통 타당도(validity), 신뢰도(reliability), 객관도(objectivity), 실용도
(practicability) 등으로 규정한다. 평가도구의 실용도는 평가 시행의 용이성에 관한 문제이
며, 신뢰도와 객관도는 평가 결과에 관한 문제이다. 평가의 환류 작용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도이다. 타당도란 평가의 측정 의도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고루 측정하는지를 묻는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는지를 묻는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가 중요하
다. 내용타당도와 구인타당도는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으로 압축하여 표현
할 수도 있다.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에 부합하는 평가 내용(‘무엇’)
을 선정하여 합리적인 방법(‘어떻게’)으로 측정해야 한다. 평가 문항이 교육의 목표나 내
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이를 균형 있게 포함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그 범위를 뛰어넘는 경
우 등은 적절한 내용 선정이라고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말하기 능력을 평가할 때는 말
하기 능력에 관여하는 구성인자(構成因字)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평가해야 합리적인 평
가라고 할 수 있다. 구인타당도를 충족하지 못하여 특정 영역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
면 결과적으로 내용타당도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타당도가 낮은 평가는 교육의 내용
과 방법에 바람직한 환류 효과를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교육 현장을 교란할 수도 있
다.
III.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평가>
교육 성과 측정의 내용과 방법을 밝히는 <평가>는 <목표>와 대칭점을 이룬다. <목표>
는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는데, ‘2009 개정 교
육과정’에서는 <내용> 대신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 <내용>이 <목표> 달성을 위한 구
체적인 교수·학습 내용을 담고 있다면, <성취기준>은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목표치로,
평가해야 할 내용을 더욱더 직접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평가>의 내용은
<목표>와 <성취기준>의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언어기능을 고루 기르고,
독일어권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력과 적극적인 태도를 갖추게 함으로써 뛰어난 독일
어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는 ‘평가 지침’과 ‘평가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침의 요지는 ‘언어 재료와 의사소통 기본 표현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능력을 고르게’ 평가하되, ‘언어 구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암기한 지식이 아니라 ‘이해와 활용 능력에 중점’을 두라는 것이
다. 문화와 관련한 평가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과 관련된 문화 이해도에 중점’을 둠으로
써 단편적인 사실 지식 평가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목표>에 제시된 적극적 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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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는 <평가>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외국어 평가의 내용 및 범위는 ‘어휘·문법 → 주제·상황 → 언어기능(언어사용 방식)
→ 의사소통 능력’의 차원에서 명시되어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평가의 내용을
주로 ‘평가 방법’에 제시하는데 주로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능력’을 평가하라고 할
뿐,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말과 글의 내용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구
체적으로 ‘어떤 어휘·문법’과 ‘주제·상황’의 말과 글을 이해하고 표현하는지를 평가해야
할지는 학습 범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된 <성취기준>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그런
데 <성취기준>에 제시된 ‘읽기’의 내용 진술을 보면, ‘안내문, 공지문, 팸플릿, 의미가 명
확한 시나 노래 가사, 쉬운 독일어로 쓰인 소설의 발췌 부분’ 등의 텍스트 종류가 언급
되기도 하고, ‘학습 활동에 대한 간단한 지침’, ‘일상적 활동과 관련된 사적인 성격의
글’, ‘명함, 신분증, 내용이 간단한 알림장이나 초대장’,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의 규범
과 관련된 짧은 글’, ‘학교나 교통편 등의 시간표’,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광고문’ 등
학습 목표가 되는 글의 내용을 언급한 부분도 있으나, 이러한 진술로는 ‘독일어 I’의 교
수·학습 범위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어휘·문법의 범위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결국
은 ‘언어재료’에 제시된 ‘기본 어휘표의 기본 어휘를 중심으로 500 낱말 내외’, ‘다루지
않는 문법사항’, ‘의사소통 기능 기본 표현’을 참고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에 관한 규정
마저도 허용 낱말수의 차이를 제외하면 ‘독일어 I’과 ‘독일어 II’를 구분하지 않아서 ‘독
일어 I’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평가>는 독일어 의사소통 능력을(‘무엇’) 듣기·말하기·읽기·쓰
기 등에 걸쳐 고르게 종합적으로(‘어떻게’) 평가하고, 일상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무엇’) 의사소통 기본 표현과 관련지어(‘어떻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의 범위
(‘무엇’)는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IV. 독일어 수능시험의 평가 방법과 내용
“대학교육 수학에 필요한 학업 적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통합교과적으로 고등학교 교
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추어 고차적인 사고력을 측정”(박도순 1991, 79)하기 위하여
1994 학년도에 도입된 수능시험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바탕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대입 전형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맞게 출제함
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도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2001 학년도부터 수
능시험에 선택과목으로 도입된 독일어 시험이 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에 바람직한 환류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방법과 내용이 교육과정의 <목표>와 <평가>에 부합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2019 학년도 독일어 수능시험’은 그에 합당한 구인타당도와 내용타
당도를 충족해야 한다.
‘2019 학년도 독일어 수능시험’은 객관식 선다형 30 문항으로 구성된 지필고사로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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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독해 능력-발음’, ‘독해 능력-어휘’, ‘독해 능력-문법’, ‘독해 능력-문화’ 등을 측정한
다. 이처럼 ‘독해’에 국한된 평가는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고 볼 수 없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듣기·말하기·쓰기는 간접평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듣기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듣기(청해)’ 능력의 일부 필요 전제 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므로, 간접평가가 아니라 부분평가를 시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로
써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능력을 고르게 종합적으로 평가하
라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평가 지침’에 비춰볼 때, 독일어 수능시험의 구인타당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휘·문법 지식에 바탕을 둔 독해 중심의 독일어 수능
시험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의사소통 능력 중심 독일어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바람직
한 환류 작용을 하지 못할 것이다.
“타당하고 신뢰성 높은 출제 및 연구”를 표방하는 평가원은 수능 제 2 외국어 시험의
출제범위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의거’한다고 하면서도, 교과서는 물론 교육과정
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과 ‘기본 어휘’를 철저히 학습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
런데, 앞에서 지적했듯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어휘·문법·의사소통 기본 표현
등에는 ‘독일어 II’에 해당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낱말 강세를 묻는
‘2019 학년도 독일어 수능시험’의 2 번 문항이나 형용사의 비교·최상급 형태를 묻는 29
번 문항 등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독일어 I’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낱말이
사용되었다. 교육과정이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독일어 I’의 범위를 교과서와 수능시
험은 달리 해석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5 단위 85 시간 수업의 ‘독일어 I’에서 사실상 ‘독
일어 II’ 수준의 어휘를 학습해야 한다.
낱말은 대부분 다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기본 어휘표’에 형태만
제시된 기본 낱말들도 다양한 의미와 용례로 사용된다. 그러나 학습 내용은 ‘독일어 I’
수준의 기본적인 의미와 용례에 머물러야 한다. 그런데 ‘2019 학년도 독일어 수능시험’에
는 ‘독일어 I’ 수준에서 벗어난 의미나 용례를 묻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schmecken,
reservieren, gegenüber 등은 비록 ‘독일어 I’ 교과서에 소개되었지만, 28 번 문항에 사용된
용례는 다루지 않았다. 또한 사회·문화적 관용 표현은 낱말 지식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
는 것이 많은데, 17 번 문항에 사용된 ‘Machen Sie zehn.’도 독일의 음식점 팁 문화를 모
르면 알 수 없는 말이다. 이것이 ‘독일어 I’을 배우는 고등학생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학
습 내용인지도 의문이지만, 교육과정에 제시된 낱말로 구성되었다는 근거로 이런 관용
적 표현을 사용한다면 ‘독일어 I’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해진다. 이런 지엽적이거나 우연
적인 문항은 신뢰할 만한 변별력을 갖지 못하므로 공정한 시험이 될 수 없다.
어휘뿐만 아니라 문법과 관련해서도 ‘독일어 I’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zu 부정사 구
문(8 번 문항)’, ‘wenn 종속절(19 번 문항)’, ‘수동태(25 번 문항)’, ‘2 격 지배 전치사(26 번
문항), 고유명사 2 격(26 번 문항)’ 등이 나온다. 이처럼 ‘독일어 I’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문항들이 ‘2019 학년도 독일어 수능시험’의 내용타당도를 저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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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문제점과 제안
교육과정의 불명확한 ‘독일어 I’ 범위 규정과 이로 인한 수능시험의 타당성 결여는 현
장 교육을 혼란스럽게 한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은 ‘독일어 I’만 배워서는 좋은 성적
을 얻을 수 없으니 응시를 포기하고, 전공 외국어를 48 단위 816 시간 이상 배우는 외국
어고등학교 학생은 수능시험에 맞춰서 공부함으로써 학습수준이 낮아진다. 상대평가건
절대평가건 평가 결과 분포를 미리 정해놓고 집착하는 평가는 평가자를 위한 시험이지
학생을 위한 시험이 아니다.
앞으로 교육과정은 교과의 학습 내용과 범위를 최대한 명확히 해야 하고, 수능시험도
타당도를 높여야 한다. 최소한 듣기 평가와 서술형 평가를 도입한다면, ‘독일어 I’의 실
제 학습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변별력을 얻을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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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한문 영역(중국어Ⅰ) 과목의 문법, 문화 영역 분석
-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현행 중국어Ⅰ 교과서 중심으로 서형규
(연세대학교)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제 2 외국어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을 따르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
로 교과서편찬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출제가 이루어진다. 그 중 고등학교 중국어Ⅰ 교
과의 내용은 언어적 내용과 문화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언어적 내용은 그 핵심
요소를 ‘발음 및 문자’, ‘어휘’, ‘문법’, ‘의사소통 표현’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문
화적 내용은 ‘문화’ 단일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1) 그리고 중국어Ⅰ 과목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중국어 교과의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내용 체계에 따라서 매년 같은 문항 구성
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수능시험은 발음 및 문자 3 문항, 어휘 2 문
항, 의사소통 표현 16 문항, 문화 5 문항, 문법 4 문항으로 30 문항이 출제 된다. 교육과정
에서 규정한 중국어Ⅰ 교과의 목표는2)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문화 이해를 주
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문법과 문화영역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
고, 수능 문항을 분석하여 상호 연계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현행 교과서와 수능 문항 분석
2.1. 문법 항목 분석
2.1.1. 현행 고등학교 중국어Ⅰ 교과서의 문법 내용 정리
수능시험의 시험범위인 중국어Ⅰ교과서에서 다루는 문법과 수능이 얼마나 연계가 되
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문법 항목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
육과정에는 문법 사항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3) 유일한 수능 중국어 학습서인 뺷
수능특강 제 2 외국어 ＆ 한문영역, 중국어Ⅰ뺸의 내용을 따라 문법 사항을 분류하면 총
17 개로 대사(인칭․지시), 구조조사, 보어(정도․가능․방향․결과․시량․동량), 의문문, 부정문,
양사, 조동사, 전치사, 중첩, 존재문, 把자문, 시태조사, 동태표현(지속․진행․임박), 이합사,
1) 교육부(2015),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251p.
2) 위의 책, 250p.
3) 위의 책, 262p. [별표Ⅰ]에 제시된 의사소통 기본 표현 및 [별표Ⅱ]에 제시된 기본 어휘표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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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문, 겸어문, 피동문, 연동문, 가정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4)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는 15 개정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로 총 11 종의 교과서가 있
는데 다음과 같으며, 편의를 위해 A-K 종으로 약칭하겠다.
A: 넥서스, B: 능률, C: 다락원, D: 동양북스, E: 미래엔, F: 시사중국어사, G: YBM, H:
정진출판사, I: 지학사, J: 천재교과서, K: 파고다 북스
<표 1> 중국어Ⅰ 교과서별 문법 항목 배치 비교5)
문법항목
인칭
대사
지시
구조조사 的

의문문

부정문 不/没
양사

B

C

D

E

F

G

H

I

J

K

2

1

1

3

2

1

2

2

4

2

1

4

3

3

4

4

6

3

3

4

8

11
3嗎
7正反
疑问
8怎麼
11选择
疑问

3
1嗎
2甚麼
2哪
5怎麼
7选择
疑问
7多少
8哪兒

4

4
1甚麼
2哪
2誰
2多大
3几
7怎么
9选择
疑问
9正反
疑问

9

3
2幾
2甚麼
2多大
3嗎
3怎麼
樣
3怎麼
3哪
6呢
7多少
8吧

8
3甚麼
3呢
3嗎
3哪
4誰
4多大
5多長
7选择
疑问
8多少
9选择
疑问

3

5
4哪
4甚麼
4幾
4誰
5多少
6為甚
麼
11還是

4
3哪
3甚麼
4几
5誰
5怎麼
7多少

２不
11没

2 不
2 没

1不
1沒

2不
5沒

3不
4没

2 不
8 没

10會
12能

6要
7會
7可以
8想

6會
6想
10要

5想
7要
7可以
10會

전치사
在/给
정도

2哪
2甚麼
2嗎
3多大
3誰
3幾
3正反疑
问
7多少
7怎麼樣
7哪
9怎麼

6會
6想
10能
11會

7可以
9要
9想
10會
12能

6想
6會
9要

4會
4可以
7想
7要

８在
７给

7给
8在

6在
7给

6在
7给

7在

5在
5给

5在
12给

7給

7在
9给

8 给
9 在

6 在
9 给

-

12得

10

10極了

-

12得

7得

6得

5得

-

-

-

-

-

11得
11極了
12得了
12不了
10好
12錯

7

7

8

7

가능

-

-

방향

-

-

-

-

-

-

-

결과

-

-

4好

-

-

8到

-

수량

-

-

5
等了两个
小时

-

-

8一會
兒

-

-

9

10

-

6

-

6教教
8看看

-

10在

-

-

중첩
존재문
把자문

4有
8在

3有
8在

-

-

시태조사(了 · 着
· 过)

11過
12了

6着
10過

동태표현
(진행·지속·임박)

-

-

이합사
비교문
겸어문 · 피동문
연동문6)

1甚麼
1哪
1嗎
2幾
2甚麼
5怎麼樣
8哪兒
8怎麼

6可以
7要
9會
9想

7

3不
5没

2嗎
3甚麼
3誰
3哪
7幾
7多
7多少
8怎麼
8哪兒

6可以
9會
9想
11要

9得

1不
5沒有

3嗎
3哪
3甚麼
3呢
4誰
4多大
4幾
7怎麼 7
哪兒
7正反疑
问
9选择疑
问
2不
2沒

2
2

2不
2沒
7
10把
6想
6會
7想
11要

7

조동사

보어

A

5见面

4了
8過
9著
12快要～
了

3了
11过

10過

-

-

5有
5在

4有
5在

-

9

7

7

-

-

-

-

-

-

-

-

-

-

-

-

3 一會兒
3還有十分鍾

9

-

8

8

4有
11在

4是
4有
7在
-

-

-

6過
6了

9過
10了

5了
11過

6正在

12
都～了

10
在

8過

7在

2有

4了
7過

-

-

7過
3
快要～了

-

-

-

8問好

-

-

-

9见面

-

－

－

11

11

10

－

－

－

11

10

10

-

-

-

-

-

-

-

-

-

-

-

8

-

-

-

-

8见面

5有
12在

4

1不
4沒

8

6

-

8

-

9
10

4) 임찬민 외(2019),뺷수능특강 제2외국어 ＆ 한문영역, 중국어Ⅰ뺸, 서울: 한국교육방송공사.
5) 김현철 외(2019)
6) 문법항목에는 연동문과 함께 가정문이 제시되어 있지만 연동문만 등장하고 가정문이 출현한 교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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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문법항목을 보면, 입문과목의 특성상, 대사, 구조조사, 의문사, 부정부사, 조동
사 등 기초 부분에 많이 활용되는 문법 영역이 많이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1.2. 지난 10 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법 문항 분석
교과서와 수능시험의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0 학년도 수능부터 10 년 동안의 출
제 문항을 전부 조사하여 문법 항목을 분류하여 문항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중국어Ⅰ 수능시험의 문법 문항 출제 빈도7)

횟수

문법 항목

18

부사어 활용(어순 등)

5

보어(수량, 가능, 정도, 결과)

4

어휘 호응

3

접속사, 是~的, 개사, 이중빈어문, 중첩

2

비교문, 의문문

1

연동문, 처소사, 양사, 조동사, 장소빈어, 동태조사, 존현문

10 년간의 수능 문법 문항에서 압도적인 출제 횟수 1 위는 부사어 관련 문항이다. 그
중에서도 부사어의 어순이나, 위치 찾기 문제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중국어Ⅰ교과서에
잘 다루지 않는 보어 문제가 자주 등장하였고, 동사나 접속사의 호응을 묻는 문제도 많
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
2.2. 문화 항목 분석
2.2.1. 현행 고등학교 중국어Ⅰ 교과서의 문화 내용 정리
현행 국가교육과정은 제 2 외국어교과에서의 문화교육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
에 수능시험에서도 문화 문항이 일정한 개수로 출제되었을 뿐 아니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8) 이에 현행 교과서의 문화 항목을 모두 분석하여 어떤 문화적 내용이 교
실에서 가르쳐지는 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고 그
중 7 종 이상의 교과서에 등장한 것과 수능시험에 기출 된 항목을 제시하였다.

없었으므로 혼선을 막기 위해 <표7>의 항목부분에서도 제외함.
7) 2010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는 매년 5문항, 2017학년도부터는 4문항씩 출제되었다. 또한 한 문항에
서 여러 문법 항목을 복합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다.
8)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는 3문항,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는 4문항, 2017학년도부터는
5문항씩 출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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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국어Ⅰ 교과서별 문화 항목 비교
문화 항목

A

B

C

D

E

F

G

H

I

J

K

합계

중국 개황

○

○

○

○

○

○

○

○

○

○

×

10

해음(숫자)

○

○

○

○

○

×

○

○

○

○

○

10

기차

×

○

○

○

○

○

○

×

○

○

○

9

중추제

○

○

○

○

○

×

○

×

○

○

○

9

춘제

○

○

○

○

○

×

○

×

○

○

○

9

경극

×

○

×

○

○

×

○

○

○

○

○

8

음식 문화

○

○

×

○

○

○

×

○

○

○

×

8

인사

○

○

○

○

○

×

○

○

○

×

×

8

해음(선물)

○

○

×

○

○

○

×

○

○

×

○

8

가족정책

○

×

○

○

×

×

○

○

○

×

○

7

돤우제

○

○

×

○

○

×

×

×

○

○

○

7

성씨, 이름

×

○

×

○

○

×

×

○

○

○

○

7

태극권

○

×

○

×

×

○

○

○

○

×

○

7

학교생활

×

○

○

○

×

×

○

○

×

○

○

7

교통수단

○

○

○

○

×

×

○

○

×

○

×

7

명승지

×

○

×

○

○

×

×

×

○

○

○

6

×

×

×

○

○

×

3

×

○

×

×

×

×

2

(중략)
그림자극

×

×

×

×

○
(중략)

판다

×

○

×

×

×

결혼문화

×

×

×

×

×

×

×

×

×

×

○

1

만터우

×

×

×

×

×

×

×

×

○

×

×

1

칠석절

×

×

×

×

×

×

○

×

×

×

×

1

한자의 변천

×

×

×

×

○

×

×

×

×

×

×

1

(중략)

(하략)

교과서의 문화 소개 코너에는 중국 개황(국기, 인구, 민족 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
지하였고, 본문과 연관성이 높은 선물, 숫자, 음식, 경극, 명절, 가족, 교통, 등을 소개하
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2.2. 지난 10 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화 문항 분석
2010 학년도 수능부터 10 년 동안의 출제 문항을 전부 조사하여 문화 항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중국어Ⅰ 수능시험의 문화 문항 유형 분류

학년도

문화 항목

2010

글자 수수께끼, 전통명절, 판다

2011

광저우, 종이 발명, 교통카드(一卡通)

2012

갑골문, 쌍십절(신해혁명), 그림자극

2013

중국 지형, 한자의 간화원리, 용춤

2014

비단길, 합성사, 만터우(饅頭), 서예

2015

번밍녠(本命年), 상성(相聲), 베이징말과 푸퉁화, 시안(西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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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구채구, 칠석, 위안화 국제 표기 방식, 중국 자기 공예

2017

부춘산거도, 차마고도, 오색매듭, 편종, ‘맛’에 관한 어휘의 색채의미

2018

모공정(毛公鼎), 결혼 풍습, 시경, 뤄양, ‘색상’에 관한 어휘의 색채의미

2019

춘완(春晩), 매란방, 쑤저우, 홍콩 고속철도, 권설운모화(兒化)현상

앞서 제시한 교과서의 문화 항목과 비교해 보면, 2019 학년도의 ‘매란방’ 문제가 8 개
의 교과서에 실린 ‘경극’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한 ‘고속철도’가 9 개에 실린 ‘기차’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실크로드’, ‘차마고도’, ‘광저우’, ‘시안’, ‘상하이’, ‘뤄양’, ‘쑤
저우’, ‘구채구’ 등은 6 개에 실린 ‘명승지’와 관계가 있으며, 그 외에 전통명절, 판다, 갑
골문과 모공정, 그림자극, 서예, 만터우, 결혼문화 등이 1 종 이상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그리고 문화영역은 아니지만 푸퉁화에 관한 설명도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다. 하지만
이 외에는 교과서와 관계없는 문화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교실과 시험이 괴리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나 2017 학년도 시험부터는 문화 중 한 문제가 어휘의 색채의미, ‘兒
化’ 등 어학 관련 문제가 문화 문제를 가장하고 등장하기도 하여 문화 영역으로써의 의
미도 퇴색되고 있다.
Ⅲ. 결론
중국어Ⅰ교과는 입문교과인 만큼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 시키면서도 정확하면서도 자
연스러운 의사소통을 가르쳐야하는 필요성이 큰 교과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와 수
능시험에 있어 문법, 문화 영역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제시하고 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교과서에 실린 문법, 문화 항목과 기출문제의 연관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입문 과정인 중국어Ⅰ의 수준에 비해, 상대평가로 등급을 나누어야
하는 수능시험 문항의 난도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교과서 편찬
자와 수능시험 출제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문법 영역을 선택하고 있기에 향후 교육
과정을 작성할 때 문법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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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프랑스어I 교육과정과 평가
-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화 문항을 중심으로 이경수
(상명대학교)
1. 들어가는 말
현재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랑스어 교육은 2018 년 3 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1)은 교과목
의 내용과 성취기준, 그리고 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또한 이 교육과정에 준하여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프랑스어 I 과목의 문항 분석을 통해 이 문항들이 현행 제 2 외
국어 프랑스어 I 교육과정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
리는 다음과 같이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고등학교 1-2 학년 학생들에게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지만, 고등학
교 3 학년 학생들이 올해 11 월에 치르게 될 2020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는 이전
교육과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부
터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에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2)(이하 수능(시험)으로 통칭함)
의 문항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프랑스어 교육과정이 ‘발음 및 철자’, ‘어휘’,
‘문법’ 및 ‘문화’ 등 영역별로 구분하여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문화’
영역에 한정하여 교육과정의 내용과 해당 수능시험 문항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고등학교 프랑스어I 교육과정
2.1. 2007 개정 교육과정(적용연도: 2009 년 3 월)
(1) 성격(144쪽)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실용적 목표뿐만 아니라,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
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문화적 목표, 그리고 모국어와 다른 한 외국어를 배움으로써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인성을 개발한다는 교육적 목표도 가지고 있다.”[...]“학생들은 ‘프랑스어

1) 윤선영(2014:9)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학문의 한 영역이면서 교수·학습 평가의 지침, 그리고 이수 교과
등 여러 맥락에서 사용되는 다의어이다. 여기서는 주로 교수·학습 평가의 지침이라는 측면에서 이 용
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흔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하면 11월에 치러지는 이른바 ‘본수능’을 지칭하지만 여기서는 한국교육
과정평가원이 주관하여 전국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같은 해 6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치르는 모
의평가 또한 분석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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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목을 통해 배양한 이런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토대로 프랑스어권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
련된 일상 문화는 물론 프랑스어권 국가의 사회 제도, 생활양식 등 다양한 문화적 측면을 폭넓게 이
해함으로써 장차 국제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 필자)

(2) 목표
나. 문화(146쪽)
(3) 프랑스어권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프랑스어 의사소통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4) 프랑스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비교를 통해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인식한다.

⧐ 의사소통 능력 강화 차원에서의 문화교육을 강조함.

(3) 교수·학습 방법
라. 문화(153쪽)
(3)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는 기회가 되도록 문화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부각시킨다.

(4) 평가
나. 평가 방법
(5) 문화(155쪽)
(가)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된 일상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다) 교과서에서 다룬 문화적 내용을 한국 문화와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게 한다.

⧐ 우리 문화와 프랑스어권 문화 간의 비교 문화교육을 강조함.

2.2. 2009 개정 교육과정(적용연도: 2014 년 3 월)
(1) 목표(117쪽)
“프랑스어 교육과정은 외국어 교육의 실용적 목표뿐만 아니라 문화적 목표, 교육적 목표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 “이를 위해 언어기능의 연마를 통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 프
랑스어권 국가에 대한 문화적 지식의 제공, 다중 언어·문화적인 가치를 수용하는 태도의 양성을 목표
로 한다. 언어, 문화, 태도 측면이 결합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습자는 상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
체감을 확인하는 한편, 국제화 시대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프랑스어 학습의 유용성을 돌아볼 수
있다.”(강조 필자)
나. 문화(119쪽)
(1) 프랑스어 학습을 통해 프랑스어 사람들의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한다.
(2) 프랑스어권 국가의 주요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들 다양한 문화적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3) 프랑스어권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프랑스어 의사소통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4) 프랑스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비교를 통해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인식한다.

⧐ 의사소통 능력 강화 차원의 비교 문화교육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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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취기준 중
나. 문화적 내용(124쪽)
(라) 프랑스어권의 사회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상호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
성한다.

3. 교수·학습 방법 중
라. 문화(127쪽)
(3)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문화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부각시킨다.

4. 평가 중
(5) 문화(129쪽)
(가)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된 일상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나) 이미 학습한 문화적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발표해보게 한다.
(다) 이미 학습한 문화적 내용을 우리의 문화와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게 한다.

⧐ 상호문화적 관점을 길러주기 위한 문화교육을 강조함.

2.3. 2015 개정 교육과정(적용연도: 2018 년 3 월)
1. 성격
“제2외국어 교과 역량은 해당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과 해당 언어권의 문화를 상호문화적 관점
에서 이해하는 능력이다.”[...]“제2외국어 학습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을 넓혀주고, 타 국민에
대한 포용과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해주며, 우리말과 우리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창
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체험 교육의 기틀을 다지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목표
(나) “프랑스어권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통해 우리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타문화를 존중
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기르며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한다.”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부분
(5) 문화
(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낱말이나 표현에 함축된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고 의사소통 시 상황과
대화 상대방에 맞게 사용하는지를 평가한다.
[...]
- 프랑스어권 각 지역의 문화 내용 중 우리 문화와 비교 가능한 것에 대해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 (i) 상호문화교육 관점에서의 문화교육 강조
(ii)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을 동등한 차원에서 기술
⧐ 문제제기

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화 문항이 학생들의 문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가?
② (상호)문화 능력을 강조하는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화 문항의 연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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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3. 대학수학능력시험 제2외국어 프랑스어I
3.1. 형식적 변화
(1) 문화 영역 문항수의 변화
→ ‘발음 및 철자’와 ‘문법’ 영역의 비중은 줄고 ‘문화’ 영역 문항이 증가함.

교육과정

교육과정
적용연도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3월

2009 개정
교육과정

2014. 3월
~
2018. 2월

2015 개정
교육과정

2018. 3월

수능시험
반영연도

~ ’13학년도
본수능
’14학년도
~ ‘16학년도
본수능
‘17학년도
~ ’20학년도
본수능
‘21학년도
본수능

영역 별 문항 수( /30문항)

발음 및
철자

어휘

의사소통

문화

문법

3

3

16

3

5

2

3

16

4

5

2

3

16

5

4

?

?

?

?

?

(2) 문제 유형의 다양화
→ 대화 형식, <보기> 제시, 프랑스어 제시문+한국어 답지, 프랑스어 제시문+프랑스어
답지 등 문제 유형이 다양화 됨(예: 참고자료).
3.2. 내용적 특징
(1) 프랑스어권 문화로 문화 문항들의 소재 확대.
→ 프랑스뿐만 아니라 프랑스어권의 예술, 인물, 지리, 축제, 언어 표현 등으로 소재가
다양화 됨(예: 참고자료).
(2) 프랑스어 독해 능력 평가에 치우친 형태의 프랑스어권 문화 소개 문항이 대다수임
(예: 참고자료).
4. 맺는 말
수능시험 프랑스어 I 문화 영역 문항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앞서 문제제
기 차원에서 던졌던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자.
먼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화 문항이 학생들의 문화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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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우리의 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주로 프랑스어권 문화를 주제로 한 짧은
텍스트 형태의 문화 문항을 통해 평가하는 것은 문화 능력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의 독해
능력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일한 시험의 의사소통 영역 문항들(총 16 문항) 대부분이
대화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짧은 텍스트 형태로 제시되는 현재의
문화 문제들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듯이) 문화 능력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
상에 기여하는지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두 번째 질문은 ‘상호문화 능력을 강조하는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화 문항의
연관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어찌 보면 이 문제는 교육과정과 수능시험 간의 괴리를 더
확실히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 본토에 국한되었던 것이 프랑스어권으
로 확대되고, 그 소재 또한 교육과정에 언급된 대로 생활, 예술, 스포츠, 역사, 인물, 언
어 표현, 지리 등으로 다양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프랑스어권 ‘단일문화’(mono culture)
평가에 치우쳐 있을 뿐, 정작 학생들의 상호문화 역량을 평가하는 문항과는 거리가 멀
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 수능시험 자체의 여러 제약으로 인해 프랑스어 I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과 수능시험 문항을 비교하여 그 연관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고,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 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항변이 일면 타당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것이 독해 유형에 치우친
현행 수능시험 프랑스어 I 문화 문항들을 정당화시켜주지는 못할 것이다.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문화 영역 문항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프랑스어권 문화 소개를 넘어 진
정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문화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현재 대부분 독해 유형으로 제시되고 있는 문화 문항들이 최소한 대화 형태로
제시될 수 있도록 문제 유형의 변화를 제안한다.
둘째, 상호 문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급적 보
편성과 특수성 측면에서 우리 문화와 프랑스어권 문화를 비교하는 내용을 문항에 포함
시키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비록 상호문화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문항을 통해 우리와 프랑스어권 문화 간의 문화 비교가 이루어져야 우리 학
생들이 이를 활용하여 일차적으로는 자기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프랑스
어권 사람들과 의사소통 시에 그들의 문화를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수능시험 문항들 중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몇 몇
문항들을 예로 보여주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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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실행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방향 연구
박정아
(국립국어원)

I. 서론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개발, 실행1), 평가(evaluation)의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며 각 활동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순환할 때 교육의 성과는 높
아진다(김대현·김석우, 2011:47-49). 그러나 한국어 교육과정은 주로 개발의 측면에서 연
구가 되었을 뿐, 교육과정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다.2) 따라서
한국어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개발 이후의 활동인 실행에도 주목하여야 한
다.
교육과정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과정 자체, 교육자료, 교사, 학습자, 교
육 환경, 관할 기관과 학교의 지원, 학생 선정 및 수업 운용 방식 등으로 다양하다(서경
덕, 2016; 윤선미, 2017; 정혜승, 2002). 이 가운데 ‘교육과정 자체’는 교육과정 실행의 전
제 조건이자 실행 요인으로 교육과정 실행에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실행 요인 중 하나인 ‘교육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고,
한국어(KSL) 교육과정이 현장에 적합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의 실행 요인을 고찰하고 교육과정 분석
틀을 마련한다. 그리고 분석 틀을 적용하여 국내외 언어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개선점을 도출한다.
Ⅱ. 교육과정 실행 요인과 분석 틀
본고에서 분석하는 ‘교육과정’은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담
고 있는 ‘문서’(홍은숙 외, 2017)로 정의한다. 이러한 의미의 ‘교육과정’은 그 자체로 교
육과정을 실행하는 요인이 된다.
1) 김대현·김석기(2011)에서는 ‘운영’이라고 명명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교
육과정 실행(implementation)은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하여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실행’은 운영, 시행, 실천 등의 용어로도 번역되어 사용되나, 본고에서는 교육과정을 실제로 행한다는
의미를 살려 ‘실행’으로 명명한다.
2) 최근에 교육과정의 실행 요인에 근거하여 한국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한 연구가 등장
한 것은 고무적이다(서경덕, 2016; 윤선미, 2017). 이들 연구는 개별 한국어 교육과정(2012년 교육부에
서 고시한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실행 양상을 분석한 현장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
를 갖는다. 그러나 개별 실행 양상을 실행 요인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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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yder et al.(1992)에서는 ‘교육과정 자체’의 하위 실행 요인으로 교육과정 변화의 필요
성과 적절성, 교육과정 자체의 명료성·복잡성·실용성·질을 제시하였다. 정혜승(2002)3)에
서는 국어과 교육과정 자체의 하위 실행 요인으로 ‘적합성, 실현 가능성, 구체성, 명확
성’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서경덕(2016)과 윤선미(2017)에서도 정혜승(2002)의 분류 체
계를 참고하여 교육과정의 실행 요인과 그 하위 요인을 설정하였다.
한편, 본고에서는 이들 실행 요인에 더하여, 교육 목표와 내용 선정 등에 영향을 미치
는 교육과정의 성격과 교육과정 실행 관점에도 주목한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의 성격과
실행 관점은 교육과정의 실행 방향성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의 성격은 교육과
정을 어떻게 재구성하여 실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충실히 따라야 하는 ‘표준’의
성격과 참조할 ‘기준’의 성격으로 대별된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관점은 크게
충실도, 상호적응, 생성의 세 유형으로 분류된다(백남진, 2013; 서경혜, 2016). 교사가 교
육과정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교육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충실도 관점이
라면, 상호적응 관점은 교사가 맥락과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끝으로 생성 관점은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하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는 관점이다(백남진, 2013). 교육과정이 ‘표준’의 성격을 띨수록 교사는 ‘충실도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실행할 것이고, 교육과정이 참조할 ‘기준’의 성격을 띨수록 교사
는 ‘생성의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실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육과정의
성격과 교육과정 실행 관점을 교육과정의 실천 방향성으로 명명하고 이를 교육과정 실
행 요인으로 설정한다.
이상의 선행 연구와 논의를 종합하여 본고에서는 실행 요인으로서의 교육과정을 분석
하는 틀을 <표 1>과 같이 설계한다.
<표 1> 교육과정 분석 틀

실행 요인

하위 요인
변화의 필요성
변화의 적절성
실천 방향성
타당성

교육과정

포괄성
명확성
실현 가능성

세부 내용
교육과정 이해당사자 요구에의 부합성
교육과정 실행 결과(성과) 환류의 적절성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과정의 실행 관점(충실도, 상호적응, 생성)
- 교육 목표 설정, 내용 선정과 조직에의 타당성
교육 내용과 수준 제시 범위의 적절성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자료(정보) 제공의 충실성
교육 목표와 내용 제시의 선명성
내용 기술의 구체성
교육 환경
실행을 위한 정책적 근거 및 지원(수업 편성, 교사 연수 등)

3) 국가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이 실제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실행된다는 관점에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각각 실행 요인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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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외 주요 교육과정 분석
1. 분석 대상 및 방법
교육과정의 실행 관점에서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국내외 세 가지 교육과정을 선정하고, 비교·분석한다.
<표 2> 교육과정 분석 대상 및 방법

(개발 주체와 성격) 국가 수준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정
(학습자) 국내 학령기 한국어 학습자
7-11세 어린 학습자를 (개발 주체와 성격) 국가 수준의 유럽 지역 언어 교육을 위한
분석 대상 위한 언어능력 기술문 참조기준
항(2018)
(학습자) 유럽 지역 7-10세 연령대의 학령기 외국어 학습자

한국어(KSL)
교육과정(2017)

WIDA 기준(2012)

(개발 주체와 성격) 국가 수준의 제2 언어로서의 영어 교육 기준
(학습자) 미국 전역의 학령기 영어 학습자

분석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문서,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과정 기반으로 개발된
교육자료, 교육과정 개발 기초 연구자료 등
연구 방법 <표 1>의 기준에 따라 분석 대상을 비교·분석

분석 자료

<표 2>에서 분석 대상을 선정한 이유는 개발 주체가 국가 수준이고, 학습자가 학령기
학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면서, 대상 언어와 교육과정의 성격 측면에서는 차이
점을 갖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갖는 세 교육과정의 비교는 한
국어(KSL) 교육과정의 발전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보았다.
2. 분석 결과
앞 장에서 마련한 <표 1>의 분석 틀을 적용하여 분석 대상을 비교한 주요 결과를 정
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분석 결과

분석 대상
분석 항목
변화의
필요성
변화의

한국어(KSL)
교육과정(2017)

7-11세 어린 학습자를 위한
언어능력 기술문항(2018)

WIDA 언어 교육
기준(2012)

유럽 언어 공통 참조기준과 영어가 모어가 아닌 학령기
학습자의 연간 영어
한국어 교육과정(2012)의 상호 참조가 가능한 어린
현장 적합성 제고 필요 학습자용 언어 성취 기준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업
성취도 향상 측정 필요
개발 필요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과 검증․공인된 유럽 언어
국가 수준의 영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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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

실천 방향성

타당성

포괄성

명확성

실현
가능성

포트폴리오(ELP) 19종의 평가 도구 개발과 학업
귀납적 비교와 인지발달 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
공통기준과 연계
심리학 연구 결과 반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국가 수준의 평가에 연계된
참조기준이자 유럽 언어
학교 수준의 정규
표준적 성격과 학교 수준의
공통 참조기준과의 상호
교육과정에서 모두 따라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참조
참조를 위한 언어 성취
하는 표준 성격의 교육과정
기준적 성격을 모두 갖는
기준
충실도 관점에서
영어 교육 기준
생성 차원에서 교실 차원의
교육과정을 실행하여야 함.
- 상호적응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기준을 재구성하여 실행함.
실행함.
- 학습자 배경의 다양성과
연령 및 개인차 고려
- 교육 대상 명료화와 내용
- 학습자의 인지, 언어
교과와의 연계 정보를
영역(학습 도구 한국어)의
발달에 부합하는
전학령별로 제공하여 개발
구체화
체제(7-11세, 12-15세의 두
목표에 부합함.
학습자의 학령 변인을 언어
연령대로 개발)로
재료에 부분적으로 반영
설계하고, 내용을 선정하여
위계화
- 학교급별 동일한 내용 - 참조 기준으로서 포괄적 - 전학령별 포괄적, 구체적
체제와 성취 기준
언어능력 영역 설정, 인지
언어능력 기술
체제(3등급 6단계)로 설계 발달에 따른 성취 수준 - 기준 안내서, 평가 도구
및 기준에 부합하는
설정(Pre A-1~C1)
- 구체적 언어 재료 목록 및
교재 중심의 교육자료
- 언어능력 영역별, 성취 교육자료 선정을 위한 확인
목록 등 제공
일체와 평가 도구 제공
수준별 기술문항 제시
유럽
상호 문화 이해 능력과
성취 기준과 교과와의 연계
정체성 함양을 위한 성취 언어공통참조기준과의
정보를 학년군별로 명확히
관련성과 추가 설명을
기준과 교육 재료 제시
제공
명확히 제시
미비
연간 성취도 평가 등 법적
- 수업 실행의 근거 및
- 유럽 의회 차원의
실행 근거 확보
교사의 지위 확보 부족 개발․실행 근거 확보, 유럽
교재 활용 중심의 지역별 지역 국가에서 현지화하여 주(州)별 기준 이해, 활용을
제한적 강사 연수
위한 강사 연수
적용
실행 결과를 분석,
개선점을 도출하여 반영

Ⅳ. 논의 및 결론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에서 한국어(KSL) 교육과정과 국외 언어 교육과정을 비교·분석
한 결과,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개
선되어야 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변화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목표와 학습 대상에 부합하
는 상위 또는 유사 교육과정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한국어 성취 기준이 상호 참조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변화가 요구된다. 이로써, 학습 도구로서의 한국어 교육 내용을 구체화
하고, 학습자의 연령 변인과 언어 발달에 따른 한국어 성취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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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천 방향성 측면에서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이를 상호적응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체제로 개발하여야 한다. 한국어 교육의 맥락과 상황은 다양하여 교
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요하나 한국어(KSL) 교육과정은 충실하게 따라야 하는 표준
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상호적응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
행할 수 있는 체제4)로 교육과정을 설계함으로써 실천 방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타당성 측면에서는, 학습자의 특성 가운데 특히, 연령과 인지발달을 고려하여 성
취 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본고에서 살펴본 국외 언어 교육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연령 변인은 별도의 성취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넷째, 포괄성 측면에서는, 학습자의 인지, 언어 발달에 따라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을 설정하고, 수준별 기술문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어(KSL) 교
육과정은 교사가 실행하기에 적절한 체제라기보다는 연구자가 교재를 개발하는 데에 따
라야 할 기준이자 참고할 언어재료를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명확성 측면에서는, 상호문화 이해 능력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의 성취 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상호문화 이해 능력의 정의는 학습자의 언어 문화적 배경에 대한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자,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수업 편성의 근거와 편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교사 연수 등 교사 지원을 강화하여 교육과정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야 한다.
이상의 개선점이 반영된다면, 한국어(KSL) 교육과정이 다양한 교육 현장에 더욱 적합
하게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문서 중심으로 실행 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는바, 앞으로는 다양한 현장에서 실행된 교육과정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교사
의 한국어(KSL) 교육과정 이해도와 교차 분석하는 등의 실행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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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평가 도구 분석을 통한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평가의 과제 고찰
한윤정
(경희대학교)

I. 서론
최근까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을 다룬 가장 최근의 이지영(2018)에 따르면 2000
년부터 2017 년까지 발간된 학술지 논문만도 339 편이라 밝히고 있다. 이 중 학문 목적
평가 관련 연구는 한국어 고유의 특성과 학문 목적 교육 현황에 맞는 영역별 평가 개발
방안이 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 기능별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평가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연구의 연장
선상에서 학문 목적 외국어 평가에서 어휘나 문법과 같은 언어 지식이 어떻게 다루어져
야 하는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어휘’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하였으며, 학문 목적 한국어 평가에서 어휘는
어떻게 다루어지면 좋을지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외국어 평가 도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외국어 어휘 평가의 전반적인 현황
언어 지식에 속하는 어휘와 문법은 성취도 평가나 형성평가 등 교실 기반 평가에서는
필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영역이다. 하지만 신상근(2010)에 따르면 대규모 표준화 시
험에서는 어휘와 문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며, 어휘와 문법이 언어
사용에 필수적인 요소임에는 대부분 동의하나 이를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어휘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Read(2000)에서도 TOEFL 을 예로 들어
대규모 평가에서 어휘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960 년대부터
1970 년대 중반까지의 초기 어휘 문항에서는 ‘어휘’가 하나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짧은
정의가 설명된 문장의 빈칸에 적절한 어휘를 넣거나 제시된 단어의 동의어를 찾는 다소
고립된 형태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1976 년 개정판에서는 ‘맥락 내 단어(Words in
Context)’ 문항 유형이 포함되어 완전한 문장 속에서 단어를 제시하는 문항 유형이 추가
되었다. 그 이후 1995 년 개정판에서는 분리된 어휘 문항은 시험에서 제거되었고, 어휘
문항이 읽기 이해 영역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글 안에 있는 한 단어를 제시하
고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을 고르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iBT 로 응시하는 현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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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Read(2000)에서는 글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러한
맥락 정보는 어휘 문항 해결을 위해 충분히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언급하고 있
다. 또한 최근의 어휘 문항은 더욱 제한적이고 맥락 독립적인 어휘 평가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도 언급하였다. 이렇듯 영어권의 어휘 평가 연구에서 짚고 있는 어휘
평가의 현황, 맥락의 역할과 더불어 분리적 혹은 통합적 어휘 평가 연구 내용을 바탕으
로 외국어 평가 도구들의 어휘 문항들을 일부 살펴보고, 학문 목적 한국어 평가에서 어
휘가 어떻게 다뤄지면 좋을지, 이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Ⅲ. 학문 목적 외국어 평가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살펴본 총 10 개의 학문 목적 외국어 평가 도구와 이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1> 분석 대상 학문 목적 외국어 평가 도구 개요
시험 이름

시험 개요
및 목적

영역

시험 이름

시험 개요
및 목적

영역

TOEFL iBT

IELTS(ADAcademic modul)

TOEFL 시험은 영어
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대학 수업
에서 읽고, 쓰고, 듣
고, 말할 때 영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함. 보통
영어권 대학 유학
전 응시함.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대학, 대학원 진학
및 전문직 취업 시
학업이나 업무 수행
을 검증하기 위한
언어 능력 평가임.
읽기와 듣기 영역만
Academic modul이
구분되고 나머지는
동일함.
 듣기
 읽기(AD)
 쓰기(AD)
 말하기

GRE
대학원에 진학을 위
한 ETS 주관 시험으
로 내국인, 외국인
모두의 수학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임. ‘분석적 논술, 언
어적 추론’이 언어와
관련된 영역임.
 분석적 논술
 정략적 추론
 언어적 추론
- 독해
- 텍스트 완성
- 문장 동등화

GMAT
경영대학원(MBA) 진
학을 위한 시험으로
언어와
관련해서는
‘분석적 논술, 언어적
추론’ 두 영역이 있음.
Computer
Adaptive
방식으로 진행됨.





분석적 논술
통합 추론
수학
언어적 추론
- 독해
- 비판적 추론
- 문장 교정

DALF

TestDaF

프랑스 교육부의 프
랑스어 공인 인증
시험으로 C1과 C2
의 고급 학습자들이
응시할 수 있음. 인
문사회와 과학 중
한 분야를 선택할
수 있음.

주로 학업과 관련된
언어 행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급
수준의 독일어 시험
임.
독일 대학에서 유학
하기 전 독일어 실
력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임.
 독해
 청해
 작문 표현
 구두 표현

(C1)
 구두이해(듣기)
 독해
 작문
 구두산출(말하기)
(C2)
 이해 및 작문
 구두 이해 및 산출
TORFL
러시아 교육부 산하
기관 주관의 외국인
대상 러시아어 능력
인증 시험임. 학부 입
학은 Ⅰ단계, 석사 입
학은 Ⅱ단계, 박사 입
학은 Ⅲ단계 이상 수
준이 요구됨.
 어휘/문법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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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U
일본 대학으로의 입
학을 희망하는 외국
인 유학생에 대하여
대학에서 필요로 하
는 일본어능력 및
기초학력의 평가를
목적으로 실시함.






일본어
- 쓰기
- 독해
- 청해/청독해
이과
수학
종합과목

Die Deutsche
Sprachprüfung für
den
Hochschulzugang
(DSH)
응시자가 지원하는
독일 대학에서 자체
적으로 평가하는 대
학 입학을 위한 어
학 시험임. 독일 모
든 대학에 공통 적
용되는 규정에 따라
각 대학이 독립적으
로 출제함.
(지필)
 청해
 독해
 문법(문장 바꿔
쓰기)
 작문
(구술)
 구술
TKM 8
전국대학조선어전공
8급시험(TKM8)은
중국 대학 한국어
전공 고급 과정에
도달했는지 검사하
고 종합적 언어 능
력과 한국 문화 지
식을 고찰하고자 함.
 청해
 어휘 및 문법
 독해
 인문지식
 번역
 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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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평가 도구는 대체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시 학문적 활동
을 하기 위한 언어적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외국의 시험이다. 영어권 시
험으로는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시 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TOEFL iBT, IELTS
Academic modul(이하 IELTS AD)과 대학원 진학을 위한 GRE, GMAT 의 언어적 추론 영
역을 주로 확인했다. 유럽권의 시험으로 프랑스의 DALF, 독일의 TestDaF, DSH 를, 러시
아어 시험인 TORFL 를 살펴보았고, 일본유학시험인 EJU 와 중국의 한국어(조선어) 전공
시험 중 고급 시험인 TKM-8 을 살펴보았다. TKM-8 의 경우 중국 내 다른 외국어 전공
의 경우에도 비슷한 시험이 있는데, 입학을 위한 시험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언어 능력
만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학문적인 소양까지도 다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중 ‘어휘’가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시험은 TORFL 과 TKM 이었다. 독립
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맥락 안에서(주로 문장 단위) 어휘의 의미를 찾거나
어휘의 활용형 고르기, 빈칸에 들어갈 어휘 고르기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TOEFL iBT, IELTS AD, DALF, GRE 네 개의 시험에서는 읽기 영역에서 지문의 이해 관
련 문항 사이에 어휘의 의미 고르기, 빈칸에 들어갈 어휘 고르기, 동의어 고르기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외 TestDaF, DSH, GMAT, EJU 네 개의 시험에서는 샘플 시
험이나 문항 유형 소개에서 개별 어휘 문제가 전혀 없었고 전반적인 읽기 이해를 다루
는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문항 예시 부분 생략)
종합해 보면 10 개의 시험 중 4 개의 시험에서는 전혀 개별 어휘 문항이 없었고 나머
지는 어휘 문항을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특히 독립적인 영역으로 제시되지 않은
시험 중 GRE 언어적 추론(Verbal Reasoning) 영역은 총 25 문항 중 16 문항이 개별 어휘
에 대한 문항으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른 시험들의 경우 개별 어휘 문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유형들에 속하고 있다.
Ⅳ.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평가에서의 과제
외국어 평가 도구 분석을 통해 학문 목적 한국어 평가에서 어휘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음을 제언한다.
첫째, Nation(2013)에 따르면 단어를 안다는 것은 형식과 의미, 그리고 그 사용을 아는
것이며, 그것을 수용하는 지식과 생산하는 지식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평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어휘 능력’이라는 것이 학문 목적 한국
어 평가에서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 개념 정립과 함께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문 목적 한국어 평가에서 ‘어휘’는 통합적으로든 독립적으로든 반드시 다루어
- 159 -

2019 한국외국어교육학회(KAFLE) 국내학술대회

지게 될 요소이다. 하지만 다른 외국어 평가들을 분석한 결과를 반드시 학문 목적 한국
어 평가에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최근 동향이 어휘 문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때문에 어떠한 고찰도 없이 어휘 문항을 제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특히 ‘학문 목적’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다루어야 하는 시험에서는 더더욱 그러하
다. 즉, 일반적인 학문 목적이 아닌 각 전공을 다루고 있는 특수 학문 목적1) 언어 평가
에서는 더욱 어휘가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학문 목적 한국어 평가의 목적과 활용 범
위, 내용이 어떠하느냐에 대한 내용과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어휘
평가도 다르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휘의 이해를 중점으로 다룰 수도 있
고, 산출이나 활용에 중점이 될 수도 있다.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될 수도 있지만, 통합적
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
셋째, 어휘 문항 유형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평가에 적용하였을 때
각각의 적용 방안 및 문제점 등을 살펴 적절한 문항 유형을 선정하고, 출제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빈칸 채우기 문항이라도 문장 내 빈칸을 채
우는 유형, 문장 내 두 개의 빈칸을 채우는 유형, 긴 지문에 여러 개의 빈칸을 채우는
유형, 혹은 한 문장에 들어갈 두 개의 비슷한 단어를 고르는 문항 유형도 있다. 이 중
어느 유형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어휘의 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어의 가장 기
본이 되는 재료로서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목록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며, 평가 대상
항목 구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좀 더 내용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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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 방안
- PBL 모형 기반 통합교과적 의사소통 교육 방안을 중심으로 권화숙
(세명대학교)
1. 서론
최근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학교 교육 현장 안에 언어적·문화적으
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 학생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다문화 학생들
의 의사소통의 단절, 학습 부진, 정체성 혼란, 학교 폭력 등의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 또한 증가하게 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다문화 배경 학습
자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
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Canale & Swain(1980)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법적 능력, 사
회언어학적 능력, 담화적 능력, 전략적 능력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Littlewood(1989)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의사소통 활동
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스스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기 성찰, 내면화, 생활화까지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을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급 수준의 다문화 배경 학습자
를 대상으로 하여, 의사소통 방식의 하나인 SNS 언어를 국어 교과와 미술․디자인 교과에 통합적으
로 접목시켜, PBL 모형에 기반한 ‘이모티콘 만들기’와 ‘역할극’ 활동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통합
교과적 의사소통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현장 수업에 적용하여 교육적 의의와
활성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국어 교육의 목표 및 중고등 미술․디자인 교육의 효과적인 달성 및
향후 교육 현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2. 청소년의 SNS 언어 사용 실태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인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최근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itter)등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사회적. 학문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신상 정보의 공개, 관계망의 구축과 공개,
의견이나 정보의 게시, 모바일 지원 등의 기능을 갖는 SNS 는 서비스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측면에 주목한다. SNS 는 사회적 파급력만큼
많은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나라 10 대의 100.0%가 인터넷을 이용하
고 있는(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상황에서 청소년의 SNS 중독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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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2017)의 자료에 따르면 2016 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10-19 세 청소년의 77.2%가 SNS 를 이용하였다. 특히, 중·고등학생은 SNS 를 이용하
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NS 상에서 연결된 사람이 200 명 이상인 청소년은
조사 대상 전체의 21.6%이며, 청소년은 매일 정보교류 및 즐거움의 추구 등, 친구관계를 목적
으로 SNS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에 다른 미디어보다 관계성 기능이 뚜렷하다. 이러한 기능은
또래관계를 중시여기는 청소년의 발달 단계적 특징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현재 청소년의 언어생활이 주로 SNS 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SNS 는 개인적이면서도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 공간에서 청소년들
은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면서도 타인과 소통하며 드러나는 다양한 언어문화도 나타낸다.
이러한 SNS 의 특성은 청소년의 역동성, 진취성과 맞물려 자신의 글과 사진을 통해 사
회로 분출되어 자신 및 타인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언어 사용 현실은 중고
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3.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PBL 모형 기반 의사소통 교육 방안
PBL 교수․학습 모형은 문제 중심 학습 또는 문제 기반 학습으로 명명되며, 학습자가 현실의
문제 상황을 제시받고 문제해결을 위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탐구하여 적절한 해결
안을 찾는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교수 학습 방법을 말한다. PBL 수업은 하나 이상의 관찰
가능한 현상이나 사건을 나타내는 복잡하고 비정형화된 문제들로 시작하며 실제 생활과 교
과에서 배우는 지식을 결합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이다.(원해영, 2016)
PBL 모형은 의사소통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교수자 중심의 학습
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고, 학습자 그룹으로
이루어지는 협동 학습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 함양과
관련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이 과제로 제시되어 협력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해결 방안
을 도출해냄으로써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PBL 모형을 적용하여 SNS 언어 사용 실태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고, ‘이모티콘 만들기’
와 ‘역할극’ 수행의 미술 디자인 교과와 국어 교과의 통합적 교과 활동을 통해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표를 두고자 한다. 학습자들에게 언어
사용 상황을 구성하게 하고 이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현재 중․고등학생들의
SNS 언어 사용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실태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언어 사
용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과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력 증진, 역할극 구성을 통한
창의, 인성 능력 및 자기조절, 소통과 공감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 대상의 의사소통 교육을 위한 PBL 교수․학습
모형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 활동, 문제 제시, 문제 확인 및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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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자료 수집, 문제 해결안 모색, 문제 해결안 발표 및 평가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표 1>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의사소통 교육을 위한 PBL 교수․학습 모형
PBL 수업

학습자 활동

절차
사전
활동

교수자 활동

· 학습 목표 설정

· PBL 수업 개념 및 과정 소개

· PBL 기반 수업 이해

· PBL 연습 문제 제시

· PBL 수업 연습

뾞
· 문제 제시와 선택
문제 제시

· 실제적 문제 제시

· 아이스 브레이킹

· 조 편성

· 규칙 정하기

뾞
· 문제 확인
문제 확인

·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및

· 하위 주제 설정하기
· 하위 주제 조정과 선정

계획 수립

· 주제 설정 방식 미니 수업
· 과제 수행 계획서 설명

· 과제 수행 계획서 작성 및 제출

뾞
문제 해결
자료 수집
뾞
문제

· 개별 자료 수집

· 교수 피드백

· 개별 학습 정리
· 자료 종합과 분석

· 주제 작성 방식 강의

해결안

· 모둠별 토론

· 주제 개요 구성에 대한 미니 강의

모색
뾞
문제

· 모둠별 주제 작성

· 피드백

해결안

· 모둠 발표 평가서 작성

· 발표에 대한 피드백

발표 및

· 모둠별 활동 평가

· PBL 수업 피드백

평가

· 모둠별 발표

· 성찰 일지 작성 및 제출

사전 활동 단계는 PBL 을 활용한 의사소통 교육의 준비 단계로서, 교수자는 PBL 에
대한 개념 및 과정에 대해 학습자에게 설명한다. 또한 교수자는 비구조화 되고, 현실성
이 있으며 학습자의 역할과 기대되는 학습 결과물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PBL 연습 문제를 제시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PBL
활용 의사소통 교육 수업에 대한 이해와 연습이 이루어진다.
문제 제시 단계에서는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실제적 문제를 제시한다. 실제적 문제는 학습자들
의 자기 주도적 의사소통 활동을 이끌어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제시하는 문제는 학습
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이로써 동기 부여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단계에
서 학습자는 제시된 문제를 선택하고 아이스 브레이킹(ice breaking)을 통해 모둠 구성원들끼리
친해지도록 한다. 그리고 모둠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모둠 활동 규칙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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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확인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PBL 수업에 앞서 주제 설정에 대한 교수의
미니 강의가 이루어지고 교수자는 과제 수행 계획서에 대해 설명한다. 학습자는 문제를 확인
하고 한정하여 하위 주제를 설정하고 조정, 선정하며 과제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단계는 개별 학습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학습자는 개별적
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학습 정리를 하며 교수자는 이에 대해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해준다.
문제 해결안 모색 단계에서는 수업의 실제적 효과를 위해 교수자의 미니 강의가 이루어지
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협력 학습으로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하고, 이 이루어지고 교수자
의 미니 강의를 토대로 하여 토론을 통해 모둠별로 활동 개요를 작성한다. 활동 개요 작성에
대한 교수자의 피드백이 이루어지면 학습자는 개요를 수정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런 다음
자기 주도적 학습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교육 활동이 이루어진다.
문제 해결안 발표 및 평가 단계에서는 의사소통 교육 활동에 대한 피드백과 모둠별 발표
및 평가로 이루어진다. 협력 학습으로 모둠별 발표가 이루어지고 학습자들은 모둠 발표 평가
서 작성하며 발표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자기 성찰 활동으로서
성찰 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PBL 수업 전반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PBL 교수․학습모형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
문화 배경 학습자 대상의 의사소통 교육을 위한 ‘이모티콘 만들기’와 ‘역할극’의 통합교
과적 교수․학습 활동 설계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표 2> ‘이모티콘 만들기’와 ‘역할극’의 통합교과적 의사소통 교육 교수․학습 활동 설계안
<이모티콘
만들기>
전 단계

⇨

<이모티콘 ➡
-동기 유발
만들기>
수업 단계
-SNS 언어
사용 경험
나누기

⇨

1단계:

<이모티콘 만들기>
본 단계
교수자

학습 목표 제시

학습자

통합적 언어 기능 활동을 통한
적용 활동

⇨

⇨

<이모티콘
만들기>
후 단계

결과물 발표 및
전시하기

뾞
2단계:
역할극 상황
역할
⇨
⇨
이해하기
나누기

<역할극>
수업
단계
뾞
3단계:
<이모티콘
만들기>와
<역할극>
수업에
대한 소통
및 공감
활동 단계

역할극 대본
만들기

➡

⇨

역할극 실연하기

뾞

전체
수업
전체
-수업 활동의
활동에
수업
➡ 필요성 공유
대한
모둠 활동 일지
활동에
⇨
⇨
-모둠별로 ⇨
자유
작성하기
대한
활동 규칙
토론
소감
정하기
및
나누기
토의

⇨

피드백

위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소통 교육을 위한 ‘이모티콘 만들기’와 ‘역할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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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설계는 3 단계로 이루어진다. 즉 1 단계는 ‘이모티콘 만들기’ 수업 단계이고, 2
단계는 ‘역할극’ 수업 단계이다. 3 단계는 ‘이모티콘 만들기’와 ‘역할극’ 수업에 대한 소
통 및 공감 활동 단계이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교사가 교수․학습 차시를 설계할 때는 학습자들의 숙달도와 학습
동기 등을 비롯한 교수․학습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습자들이 학습 부담량을 가지지
않도록 차시를 설계해야 한다. 즉 위에서 제시한 교수․학습의 각 단계가 반드시 1 차시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각 단계에 대해 세부적으로 차시를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다. 각 단계별 활동에서 교사는 브레인스토밍이나 자유롭게 말하기, 질문하기 등의 활
동을 통해 학습자가 새로 학습할 주제에 대한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이모티콘 만들기’와 ‘역할극’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협력적 사고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가꾸는 데 필요한
자기 존중, 자기 조절, 정직․용기의 인성 덕목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는 구성
원으로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배려․소통의 덕목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PBL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인 ‘이모티콘 만들기’와 ‘역할극’ 활동을 통한
통합교과적 의사소통 교육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배경 학습자 대상의 효율적인 의사소
통 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모형을 제안하는 것에 한정하였으므로, 실제적인 수업의 운
영을 통한 결과의 도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좀 더 실제성 있는 교수 학습 방안과 전략
을 제시하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역할극’과 ‘이모티콘 만
들기’의 통합교과적 의사소통 교육 수업은 학습자에게 특정 상황과 역할을 부여하고 이
를 수행하게 함과 동시에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이모티콘을 통해 표현해보는 활동을 함
으로써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은 물론이고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성 및 통합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의미한 교수 학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교수 학습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학교 수업에서 겪게 되는
학습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학교생활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학교 부적응 상황들을 극
복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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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활용한 외국어교육에 대한 방안 연구
- 학문목적 한국어수업을 중심으로 김소현
(숭실대학교)

I. 서론
모든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가 녹아 있다. 완벽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혹은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문화학습은 언어학습과 마찬가지로 중요시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언어와 문화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은 내용도 광
범위하고 학습자의 동기 유발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언어의 교육이 아닌
흥미롭고 효과적인 한국문화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서 한류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이 점점 증가하
기 시작했다. 교육통계서비스(KESS)1)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2014 년까지 8 만명대
를 유지하다가 2015 년부터 빠르게 늘어 지난해에 14 만 2205 명을 기록했다. 총 181 개국
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있다. 이렇게 많은 유학생이 대학 캠퍼스
에서 함께 어우러지려면 우리 사회와 대학의 ‘문화 포용력’도 넓어져야 한다.
한류열풍으로 한국드라마, 영화, 노래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한류 팬들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처
럼 학생들의 경우 콘텐츠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
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 교육을 실시한다면 문화적 충격을 줄이면서 동시에 젊음 학생
들이 흥미를 갖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 교육의 방식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드라마, 영화, 노래 등의 문화콘텐츠를 잘 활용하면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에도 학생들이 손쉽게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한국어 교육은 훨씬 더 효과적
일 수 있다. 또한 이런 콘텐츠 자료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언어활동의 전반적
인 모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 언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Ⅱ.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문화콘텐츠는 콘텐츠를 담는 그릇이자 다양하게 활용하는 도구로 출판이나 방송·영화·
게임·캐릭터 등 각종 콘텐츠 산업을 지칭하는 용어로 과거에는 이것들을 대중매체 혹은
1) 교육통계서비스 http://std.kedi.re.k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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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이라고 불렀다.2) 방송과 영화는 영상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로 성장하였다. 외국으로 꾸준히 수출이 되어 한류의 주역이 되었다. 또한
문화콘텐츠는 대중매체에 담긴 내용물로, 대중문화의 속성, 즉 상업성에 예술성과
OSMU 의 성격을 포괄한 문화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화콘텐츠의 목표는 단순
히 문화상품으로써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점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만큼
기타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문화콘텐츠에는
살아 있는 문화가 포함되어 있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여
러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교육적 측면에서 활용을 할 경우 보다 효율적인 문화교
육 방법을 창출 해 낼 수 있다.
1. 문화교육의 드라마 활용의 의미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해외의 한국어 교육현장에서도 90 년대 후반부터 드라마를 한국
어 수업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가 체계적인 교수요
목의 구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실제적인 하나의 한국어 교수법으로도 자리 잡지는 못
했다.3)
드라마를 활용하여 한국의 문화를 교육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자
료라도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줄 수 없다면 교육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동기는 학
습과 직접 연관되어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 따
라서 시청각적 자극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효율적으로 인식하고 구조화하며 학습 동기
와 목적을 부각화 할 수 있다. 둘째,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 드라마는 인간의 모습을 영
상으로 담아내어 감정과 느낌을 전달하는 매체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한국어 사용을
간접 체험하고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능력을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다. 셋째, 풍부하고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전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언어적인 요소를 배울 수 있다. 등장
인물들의 몸짓, 눈짓, 얼굴표정, 침묵, 휴식 등이 문화적인 요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것들이 각 상황에서 사용되는지를 학습할 수 있다.
2. 드라마의 선정 기준
드라마를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드라마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자칫 서정을 잘못
될 경우 문화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 반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
2) 정창권, 뺷문화콘텐츠학 강의(깊이 이해하기)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p.37.
3) 김훈태(2013), 해외 한국어 교육현장에서의 한국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사례 연구-드라마와
가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4권 2호 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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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드라마를 이용한 교육의 목표는 생동감 있는 언어를 학습함과 동시에 그들의 사고
방식과 문화까지 습득하여 수준 있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4)이다.5) 교육의 1 차 목표는
듣기를 통한 언어적 정보 자료의 입력이며, 2 차 목표는 입력한 언어 학습 자료와 비언
어적인 문화 자료를 근거로 담화적 차원에서 발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같은 목적으로 선정한 드라마는 뺷개룡선녀전뺸이다. 이 드라마는 전래동화 ‘선녀와 나
무꾼’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보면 된다. 한국의 전래동화와 현대의 이야기를 접목시킬
수 있으며,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OSMU를 활용한 한국문화교육 방안
OSMU 는 One Sourse Multi Use 의 약자로, 하나의 원작을 다양한 분야나 장르에서 활
용되면서 고부가치를 만들어내는 비즈니스구조를 말한다. 기업은 자신이 보유한 하나의
기본 콘텐츠를 매력이 높고 경쟁력이 높은 상품으로 만들고 이 상품을 다양한 매체나
비즈니스 방식 별로 광범위하게 유통, 활용하여 콘텐츠 수익성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OSMU 를 활용해서 콘텐츠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문화교육에서도
잘 활용하면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영화, 드라마, 웹, 만화를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이 많은 연구자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영화나 드라마의 경
우 청각과 시각을 결합하여 영상으로 담아 감정과 느낌이 실감나게 전달됨으로써 학생
들에게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 능력을 동시에 키워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영화
나 드라마는 영상 매체로써 다양한 한국문화를 보여줄 수 있다. 일상생활의 소소한 점
은 물론이고 정치적 거대 담론까지 다양한 소재와 주제가 담겨져 있어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일상생활, 역사, 정치, 예술, 사회 등 사회의 여러 방면을 학습할 수 있다.
웹을 활용할 때 텍스트, 사진, 그림, 그래픽, 음성, 동영상 등을 잘 활용하면 공부하고
자 하는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 또 채팅, 댓글 남기기 등의 방식으로 피드백을 얻을
수도 있어서 실제 상황에서 한국인과 의사소통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서 이런
활동을 통해 긴장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시공간 제약 없이 꼭 수업시간에 교실
안에 있지 않더라도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 한대만 있으면 언제든 어디서든 학습이 가능
하다. 특히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되면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학습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만화를 활용할 경우 만화 안에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과장된 그림이나 말풍선으로 표
현이 되어 평상 시 안 보이는 사소한 문화요서도 확대되어 뚜렷하게 보이게 되기 때문
에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 또한 영상매체를 활용할 때 알아듣지 못하거나 잠깐 놓친 부
4) 김원(2012), 드라마 뺷싱글녀 맞선기(單身公主相親記)뺸를 이용한 중국어 교육의 활용방안 제시, 아시아
문화연구, vol.27, pp. 251-275
5) (http://classroom.re.kr/view.jsp?mcode=2111) 특히 제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화 수업이 언어 기능 학습만큼이나 필요한 요소임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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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을 다시 못 보게 되는 단점을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문화수업을 할 때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 드라마나 영
화의 시각적 요소가 구어로부터 학습자들을 오직 화면에만 몰입하게 됨으로 학습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어 자칫 대화 내용이 무시될 수 있다. 그리고 학습 목표가 모호해
서 집중을 못하고 유희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다. 또한 웹을 활용할 때 공부하
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인터넷으로 과제를 수행 하
려다가 상관 없는 사이트에 접속 하게 되어 문화교육의 실패로 남게 될 수 있다. 만화
콘텐츠의 경우 영상매체들 보다 말하기 듣기 방면의 교육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주 만화로만 교육을 하면 말하기 능력 향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확한 학습목표를 정해서 교육할 때 단일 매체뿐 만 아니라 여러 매체를 사용하면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소재의 드라마나 영화, 광
고, 만화, 인터넷 등과 접목하여 효율적인 문화 수업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는 방식
이다. 목표 주제를 가지고 관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학습 유형을 만들 수 있다. 학습 하
고자 하는 주제나 상황에 따라 어떤 매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달라지기도 한다. 따
라서 여러 매체 통합교육으로 문화교육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 <표 1>은 OSMU 유형도를 통해서 OSMU 를 활용한 문화교육 모형을 만들어 보
았다. ‘한국인의 해학’이라는 주제 하에 드라마 ‘개룡선녀전’과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수업 전 단계에 전래동화를 먼저 보고, 웹 사이
트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해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전래동화의 경우, 각 국가별 내
용이 조금 다르다. 그 다른 부분을 먼저 토론하며 국가별 차이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
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드라마를 보며 전래동화와의 차이점을 찾아
본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해학에 대한 글을 써본다. 그리고 최근 출판된 도서 ‘선녀는
참지 않았다’로 읽기와 말하기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표 1> OSMU 문화교육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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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언어는 문화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도구이다. 문화 역시 언어와 떨어질
수 없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최종 목표는 능숙한 의사소통 능력
인데 이를 위해서는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가능할 것이
다. 그래서 여러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문화교육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
고, 능숙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드라마, 영화, 만화, 웹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 문
화교육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자 OSMU 를 활용하여 학습을 하는 것이다. 한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업을 한다면 학습 효과를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실제 수업 현장에서 객관적인 실험 분석을 통한 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외국인 학생들의 능숙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 문회 교육의
비중이 더 늘어나야 한다. 그리고 여러 교육 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교재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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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역번역문에 나타난 문제없는 차이에 대한 고급학습자의 인식 양상 연구
- 동사에 결합하는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박은정
(한국외국어대학교)

1. 들어가는 글
역번역문을 통해 번역 전공 최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사용 양상과 인식을 살
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번역 전공 학습자들은 한국어 능력시험의 최
상위 수준인 6 급 소지자들이다. 그러나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이 학문목적 학습자를 위
한 입학시험이 아닌 만큼 대학에서의 수업을 완벽하게 소화할 만큼의 한국어 실력이 있
다고 보기 어렵고, 최고급인 6 급 학습자들이지만 번역을 하기 위한 한국어 지식을 완벽
하게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번역을 하려면 한국어에 대한 언어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6 급 최고급 학습자들의 한국어 사용 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오류 분석이 목적이 아니므로 오류의 비율이나 오류 양상을 제시하지는 않
는다. 물론 학습자들의 역번역문에 나타난 문장들을 열거하다보면 오류의 관점에서 논
해야 하는 문장들도 있으나 본고의 논점은 오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때문이다. 문제없는 차이로 표현된 것들과 다양한 표현으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인식 부족의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
다.
1.1 연구대상
<표 1>의 학습자들은 서울 소재 H 대학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전공’ 2019
년 고급 한국어 수업의 학생들이다. 일본어 모어화자 1 명과 러시아어 모어 화자 2 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중국어 모어화자들로 30 명이다. 고급 학습자들이 역번역한 자료는
출간을 준비하고 있는 ‘번역 전공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고급 한국어(가제)’ 교재의 ‘꿈
들의 사전, 언어사용패턴, 별의 일생과 종류, 고령화사회의 문제점과 대책’의 본문 텍스
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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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번역
Paegelow(2008:23)에서는 ‘문제가 되는 차이’와 ‘문제가 되지 않는 차이’에 대해 언급하
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차이’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 문제가 되지 않는 차이
Original source text(원문)

Genes are tiny things you can’t see that tell your body how
to grow

English-to-spanish
translation(번역문)

Los genes son muy pequeños y no se pueden ver, pero le dan
instrucciones al cuerpo sobre cómo crecer.

Spanish –to-English
back translation(역번역문)

Genes are very small and cannot be seen, but they give the
body instructions about how to grow

<표 2>의 경우는 영어를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다시 영어로 역번역을 한 것이다. 원문
과 역번역문의 영어 문장은 동일한 표현의 문장은 아니지만 의미상의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문장 구조나 어휘가 원
문과 동일하게 번역되지 않아도 의미의 차이가 없으면 번역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오역은 아닐 수 있으나 원문의 의도대로
가장 적절한 문장으로 번역했다고는 볼 수 없다. 번역전공 한국어 학습자들은 의미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번역에서 더 나아가 가장 좋은 번역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이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역번역한 문장이 원문과 다를 경우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표현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원문과 동일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만을 훌륭
한 번역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번역을 전공하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역번역문을 통해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역번역에 나타난 번역 양상
한국어에서 동사를 포함한 서술어는 문장의 맨 마지막에 놓인다. 이때 한국어의 동사
는 단독형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 동사 뒤에 오는 여러 어미들과 결합된 형태로 사용되
는 경우가 많다. 동사 뒤에 결합되는 어미는 화자의 감정, 태도, 의도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한국어의 특징은 번역을 할 때 고급학습자들에게도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짐
작이 가능하다. 자유 작문의 경우라면 학습자들에 의해 동사에 결합하는 종결어미가 선
택이 되지만 번역의 경우는 기준이 되는 원문이 있으므로 원문의 저자 의도가 잘 표현
되도록 번역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급 학습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어 문
장 표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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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는 것이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문형으로 거의 제시되지 않아 학습자들에게는 낮선 문형이다. 그러
나 ‘-는 것이다’는 한국어 모어화자들이 문어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객관화하여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형이다.1)
사례 1) <‘언어사용패턴’ 텍스트>
원문) 명사와 동사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들은 의식적으로 선택되는 데 비해, 기능어
들은 훨씬 더 자동으로 발화되며, 그것들은 때때로 말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하는 사람의 말보다 더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
역번역문)
a. 말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사나 동사보다 더 보여준다.
b. 때로는 명사나 동사보다 말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나는지를 더 잘 보여준다.
c. 말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명사나 동사보다 더 잘 보여준다.
d. 때때로 말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일어나는지 더 잘 보여주었다.
학생들의 역번역문에서 11 개가 ‘-다는 것이다’와 다른 형태로 주로 ‘보여준다’로 번역
한 것을 볼 수 있다. 원문의 저자가 ‘-다는 것이다’를 결합하여 앞 문장 전체의 내용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의견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학습자들의 역번역문은
문장의 내용이 단정적으로 느껴지게 한다.
사례 2) <‘꿈들의 사전’ 텍스트>
원문) 장자의 유명한 ‘호접몽’도 꿈과 현실에 대한 선입견을 뒤집는 과감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역번역문)
a. 장자의 호접몽도 꿈과 현실의 선입견을 뒤집어 과감한 상상력을 보여준다.
b. 장자의 유명한 호접몽도 꿈과 현실에 대한 선입견을 뒤집어 과감한 상상력을 보여
주었다.
사례 2 의 경우도 학습자들의 역번역문에서 11 개만 원문과 동일하게 ‘-는 것이다’로
번역하였다. 학습자들의 역번역문에서와 같이 ‘-는 것이다’라 결합하지 않으면 화자의
감정 상태, 의견, 의도가 드러나지 않는다. 원문에서 저자가 ‘호접몽도 ~상상력을 보여준
1) 이희자, 이종희(2010)에서는 동사에 결합하는 ‘-는 것이다’는 말하는 이의 생각을 확신하여 말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형용사에 쓰일 때는 말하는 이의 생각을 객관화하여 말하는 것이라 하였고, 표준국어
대사건에서는 의존명사 것의 하위영역에서 ‘말하는 이의 확신, 결정, 결심 따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언급하며 ‘분명, 좋은 책은 좋은 독자가 만드는 것이다.’라는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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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명제를 강조하고 싶어 ‘-는 것이다’를 결합시켰으나 역번역문에서는 그러한 의미
를 느낄 수 없다.
아래 <그림 1>은 학습자들이 원문과 자신의 역번역문을 비교하면서 자가 수정을 한
자료이다. 수정 단계에서도 ‘-인 것이다’의 문형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인 것이다’ 인식 양상
3.2 ‘-다고 볼 수 있다’
‘-다고 볼 수 있다’ 문형은 학술적 텍스트에 나타나는 정형화된 구문으로 구어에서와
달리 의견이나 주장을 객관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박은정(2018)에서 언급한 바 있다.
아래 원문에서도 저자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중립적인 관점을 취하는 듯한 ‘-다고
볼 수 있다’로 문장을 종결지었으나 학습자들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형태로 번
역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사례 3) <‘별의 일생과 종류’ 텍스트>
원문) 예를 들면 A5 는 A0 와 F0 형 별의 중간에 해당되며 양쪽의 특징을 반씩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역번역문)
a. 예를 들면 A5 는 A0 와 F0 형 열의 중간에 해당되고 양쪽의 특징을 반씩 가지고 있다.
b. 예를 들어서 A5 는 A0 와 F0 의 중간에 처하고 양쪽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
3.3 ‘-(으)리라’
‘-(으)리라’ 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인다고 표준국어대
사전에서는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문법사전에서는 주로 운문에서 쓰이고 시나 노
랫말에 많이 쓰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으)리라’ 종결어미는 학습자들이 접해보지 못한
문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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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꿈들의 사전’ 텍스트>
원문) 누구나 저마다의 꿈이 있고 그 꿈들은 서로 얼굴이 다를 것이니 캘린더 위에 그
려지는 꿈들의 그림도 참으로 다양하리라.
역번역문)
a. 사람마다 저마다의 꿈이 있는 것처럼 그 꿈들이 서로 색깔이 다를 것이니 캘린더
위에 그려지는 꿈들의 그림도 참으로 다양다색이다.
b. 누구나 저마다의 꿈이 있고 이 꿈들이 서로 다른 얼굴이 있으니 캘린더 위에 그려
지는 꿈의 그림도 참 다양하다.
c. 누구나 저마다 꿈이 있고 그 꿈들이 각각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달력 위
에 그려지는 꿈들이 아주 다양할 것이다.
학습자들의 역번역문에서 13 개가 ‘다양하리라’가 아닌 형태로 나타났다.
3.4 ‘-기 때문이다’
이유를 나타내는 ‘-기 때문이다’는 고급학습자들이 이미 언어연수과정에서 학습한 문
형이다. 고급학습자들이 몰라서 번역을 안 했다기보다는 모국어 에서 다시 한국어로 번
역하는 과정에서 맥락상 ‘-기 때문이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
번역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례 5)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책>
원문) 제도적 보완만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인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 계층의 실질 소득이 높아지도록 해야하기 때
문이다.
역번역문)
a. 노인복지를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노인 계층의 실질 소득을 늘려야 한다.
b. 노인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 계층의 실질 소득을 높여야 한
다.
원문의 저자는 노인 계층의 실질소득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 노인복지 문제 해결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의 역번역문에서 보듯이 학습자들의 문장만 보면 문
법적 오류는 없다. 다만 원문의 저자의 의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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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오는 글
지금까지 살펴본 역번역문을 통해 고급학습자들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의미에 초점
을 두고 번역을 하는 데에 급급한 나머지 한국어 문장을 맥락에 맞는 알맞은 표현으로
고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언어 연수과정을 거쳐 한국
어능력시험 6 급이라는 고급 단계까지 오는 과정에서 학습하지 못한 문형들을 이해하고
번역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번역을 전공하는 고급학습자들이라면 의
미전달도 중요하지만 한국어 문어체가 가지는 특징을 알아야 하고 텍스트의 성격에 맞
는 문체를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또한 원문의 저자가 표현하고자 한 세밀한 부분까
지 인식하고 있어야 더 좋은 번역을 할 수 있다.
본고는 고급한국어 학습자들의 동사에 결합하는 종결어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는 점, 앞으로 번역 전공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문장 연습에서 다루어져야 할 항목들
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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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완료 표현의 시점 분석
함계임
(한국외대 언어연구소)

이 연구는 한국어 완료 표현인 ‘-(으)ㄴ 지 ~ 이/가 되다’에 대한 시점 분석이다.
(1) (a) 한국어를 공부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한국어를 공부한 지 3 년 되었습니다.
(b) 반려견이 죽은 지 얼마나 되었어요? / 우리 댕댕이가 죽은 지 1 년 되었어요.
(1a)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국어 공부의 시작점부터 계산하여 지금까지의 시간을 질
문하거나 답을 하게 된다. 즉 시작점에 대한 질문이다. (1b)는 반려견의 죽음이 완료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에 대한 질문과 답이다. 즉 종결시점부터 계산한 질문과 답이
된다.
동일한 형태의 질문과 대답에 계산 시점이 달라진다. (1a)와 (1b)의 시점 계산의 차이
는 ‘-(으) ㄴ지’와 결합하는 동사에 따라 달라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동사의 어휘상과 관련이 있다. 동사의 상은 단어(동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완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어휘상과
접두사나 보조 용언 등의 문법적 장치를 통해 완결 의미 내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법상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의 목표가 되는 ‘-(으)ㄴ 지 ~ 이/가 되다’ 표현은 관형형‘-(으)ㄴ 지’와 결합하
는 동사의 완결성 여부를 보는 것이므로 보조용언을 통해 완결성을 나타내는 문법상은
제외하고 단어 자체가 완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상을 살펴보고 완결성 여부가 계산
시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어휘상에 관한 연구들을 통해 동사의미에 완결성이 포함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
추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박덕유(2007)에서는 [+완결성]을 행위나 사건의 장면이
완료되는 것으로 완결점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동작이 완료
되지 않으면 그 동사를 사용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원론적이며
주변에 함께 쓰이는 어휘 등의 상황에 따라 완결성을 잃을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완결성 동사와 미완결성 동사를 구분하는 단계별 Check list 를 만들어 제시하였다.
Check list 는 동사의 완결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었다. 적용 대상 동
사는 TOPIK 초급 어휘 중 동사 250 여개 이다. TOPIK 초급 어휘는 일상생활을 영위하
는 데 필요한 기초 어휘로 사용빈도와 중요성을 고려해 선별된 어휘들이다. 이 어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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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결성 여부를 판정하고 [+완결성]을 가진 동사와 [-완결성]을 가진 동사로 분류하였
다.
분류된 동사들을 (1)의 질문에 넣어 그 대답을 살펴보고 대답의 시점이 행위 발생 시
점부터인지, 행위완료 시점인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완료성]을 가진 동사들은 행위 완
료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대답하는 양상을 두드러지게 보였고, [-완료성]
을 가진 동사들은 행위 시작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대답하는 양상을 집
중적으로 보였다. 또한 일부 [-완결성]동사들은 상황에 따라 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
산하기도 하고, 종료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산하기도 하는 등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경우
도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동일한 형태의 질문이라도 동사의 성질에 따라 대답의 방향이 달라
짐을 보여주었다. 결국 대답의 범위는 동사자체가 가진 의미 특질에 좌우됨을 알 수 있
었다. 이런 결과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답변의 차이에 대한 학생들의 의문에 대한 설
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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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의문문의 명령 화행과 교수·학습 제안
박숙영
(한국외국어대학교)

I. 들어가기
의문문과 명령문은 청자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비언어적 행위(non-linguistic action)나 행동을 요구하는 데 반해 의문은
언어적 응답(linguistic action)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1)
의문문은 질문의 발화수반행위 이외에도 요청, 확인, 강조, 추측, 의심, 명령과 같은 화
행이 수행된다.
본고에서는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명령 화행은 명령문으로 수행되는 직접화행과 어떤
차이가 있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먼저 귀납적인 방법으로 준구어 자료인
드라마 분석을 통해 의문문 형식을 띠고 있지만 명령 화행을 수행하는 유형과 그 특징
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어 의문문의 명령 화행 기능이 한국어 교재에 어떻게 제시되어 있고 교수되
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재 제작 시 제언 및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분석
김상희(1997)은 의문문의 의미기능을 단순, 추측, 확인, 반복, 요청, 명령, 서술, 감탄
등 8 개의 기능으로 나누어 긍정 의문문과 부정 의문문으로 수행되었을 때의 청자의 응
답 방식을 제시.
이준희(2000)은 의문문으로 수행되는 담화기능을 명령, 진술, 청유로 나누어 제시.
이준호(2008)는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의문문
을 분석한 결과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통사적 완화장치로서의 화
용적 기능이 한국어 교재에서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질문하고 답하기 기능에
국한되어 있음을 확인
박진철(2018)은 의문문의 기능을 크게 질문 기능, 요청기능, 서술기능으로 나누고, 의
미적 층위에서 담화 기능을 분류함에 있어서 [-응답 요구], [+행위 요구], [화자 수혜], [+
1) Kats and Postall(1964:85), 서순희(1992:1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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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일 경우에 명령 기능이라고 하고, 명령, 화행, 제의, 제안으로 하위분류하여 제시.
Ⅲ. 의문문의 명령 화행 유형 및 분석
1. 의문문의 명령 화행 유형
명령문으로 수행되는 명령 화행의 수는 연구자들 간의 차가 있다. 채영희(1983), 최경
자(1985), 김태자(1986), 이종철(1993), 한송화(2003), 김예영(2008), 강현화(2007), 이지수
(2016) 등과 현재 연구 중에 있는 직접 화행을 참고로 명령문으로 수행되는 화행을 명
령, 금지, 요청/요구, 권유, 조언, 부탁, 위협/경고, 바람 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의문문으로 수행되는 명령 화행의 경우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부탁, 권유, 요청의 발
화수반행위가 대부분 수행되며, 의문사가 있는 경우는 명령과 금지명령의 화행이 이루
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 의문문의 명령 화행 분석
명령 화행으로 수행되는 의문문의 경우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
화행의 차이를 보이므로 본고에서는 크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과 의문사가 없는 의문
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1.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1) -(으)ㄹ래(요)
1) 긍정
① 부탁
(1) 설칠: 이따 저녁에 시간 있니?
미칠: 약속 있어.
설칠: 그럼 낮에는?
미칠: 왜에?
설칠: 할 말 있어. 내가 밖에 못 나오니까 니가 우리 부대로 좀 올래?
▶ ‘-어/아 주다’와 결합
(2) 일한: 너 혼자 너무 힘든 거 같애서. 집에서도 나왔다면서?
설칠: 너하고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 아직 나도 내 맘이 정리가 안 돼서 뭐라
말해야할지 모르겠어. 그냥 모른척 해 줄래?
▶ -어/아 주시겠어요?, -/어/아 주실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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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권유
(3) 미칠: (기막혀보다) 그게 지금 목구멍으로 넘어가?
일한: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그럼 콧구멍으로 넘어가? 이 동네 무지하게 좋다. 짜장
면도 24 시 배달하고. 자긴 저녁 먹었지? 어떻게 사람 앉혀놓고 자기혼자 홀
랑 가서 저녁을 먹고 오냐? (집어 내밀며) 군만두 하나 먹을래?
미칠: (탁 치는) 됐어
▶ ‘-어/아 보다’와 결합
(4) 설칠: 넌 아직도 그렇게 미칠일 모르니?
일한: (보고)
설칠: 하긴 28 년 동안 같이 산 나도 몰랐으니까. 일한아. (미소)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한번 해볼래?
③ 요청
(5) 공주: (거울만 보며) 왜요?
미칠: 지금 환자분 링거 맞고 있는데 잠깐만 보고 있을래요?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으랬는데, 나 밥 좀 먹을려구요. 여태 저녁도 못 먹었어요
④ 금지 –까불다, 그만하다 당의 어휘와 결합
2) 부정 - 부탁, 권유, 요청
(2) -(으)ㄹ 수 있다/없다
-부탁
(6) 하남: (딱딱하게) 서울 좀 올라올 수 있죠?
하남모: 서울? 하모 올라가야제. 니가 오라카믄 무조건 간다. 언제 가까? 무슨 일
있나?
(3) -는 게 어떻다
- 권유
(7) 찬순: (먹는 모습 가만 보다가) 칠구야 사팔아 너네 군대 아직 안 갔지?
칠구사팔: 예.
찬순: 그럼 우리 태자랑 같이 군대 가는 게 어떻겠니?
(4) -지 그래(요)
권유. 형태적으로는 해체와 해요체만 존재. 부정형 없음
(8) 명자: (들어서며) 너도 좀 먹지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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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칠: 됐어요. (밖 의식하며) 엄마. 요새 구 서방 왜 저래?
(5) -(으)면 안 되다
- 부탁
(9) 일한: (떠나는 버스쪽 번갈아 보다가) 얼마죠?
주인: 팔천원요.
일한: (주머니 온통 뒤지다가 난감)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집에 갈 차비가 없
는데.
4) 못 부정
- 명령
(10) 설 칠: 봐라봐라. 빨리빨리 못하나? 여기가 젤 늦다. 꼼꼼하게 잘 닦아라. (가고)
2-2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2)
(1) 왜
1) 긍정: 금지
(11) 설칠: 난 일한이한테 안 어울려.
덕칠: 왜 그렇게 생각해?
2) 부정: 명령
(12) 명자: 왜 대답 안 해요?
선택: 어머니, 죄송하지만 전 덕칠 씨가 하자는 대로 할 겁니다.
(2) 무엇
1) 긍정: 금지
(13) 설칠: 엄마 대체 왜 이러세요? 해주긴 뭘 해 줘?
미칠: 너 왜 그래? 니가 해줄 것도 아니면서 웬 참견이야?
▶부정사 ‘무엇(뭐)’: 권유
(14) 선택: (안 됐어서 눈물 닦아주며) 울지 마. 저녁은?
신자: (울며 가로 젓는) 못 먹었어.
선택: 뭐라도 좀 먹을래?

2) 류현민(1998)는 의문사를 의문체언, 의문관형어, 의문부사어, 의문용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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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 명령
(15) 양팔: (거실에서 버럭) 빨리 집합 안 시키고 뭐 해?
명자: (밖에 대고) 알았어요. 지금 시켜요 시켜. (통화) 빨리 와라 빨리. (끊고)
(3) 언제
명령. 어휘 ‘징징대다’와 결합하여 금지의 발화수반행위.
(16) 선택: (안타깝게 보며) 신자야. 너 언제쯤 철들래?
신자: 그래, 나 철 안 났어. 그래서 당신 힘들게 하는 거 알어. 하지만 내 솔직한
심정인 걸 어떡해?
(4) 어떡하다, 어떻게, 무슨 등도 명령 혹은 금지명령의 발화수반행위를 수행
Ⅳ. 의문문 명령 화행의 교수학습 방안 제안
1. 교재 분석
의문문의 명령 화행이 한국어 교재에 제시되어 교수학습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문문이 사용된 대화문을 포함하여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예문을
모두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다음 4 종의 교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①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서강한국어 1-6
②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서울대한국어 1-6
③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연세한국어 1-6
④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이화한국어 1-6
이화한국어 3-6 권을 분석한 결과 의문문의 명령화행 기능이 목표 문법으로 제시된 경
우는 한 건도 없었다. 단 3 권에서 ‘-지그래요’가 목표 문법으로서 권유의 발화수반행위
로 교수 항목에 제시되어 있지만 서울대한국어와 연세한국어에서 의문문으로 제시된 것
과는 상반되게 평서문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이화한국어 3-6 권에 나타난 간접화행의 수는 총 111 개였으며 그 가운데 명령화행으로
수행된 것은 6 권에 4 개, 5 권에 3 개, 4 권에 9 개, 3 권에 19 개로 총 35 개이었다. 수행
된 명령화행은 부탁, 권유, 요청, 조언이었다.
2. 교수학습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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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수업에서의 영상 매체를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인성 교육

이소현
(아주대학교)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
성 교육의 일환으로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의 언어 기능과 통합하여 언어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어 수업에서의 영상 매체를 활용한 인성 교수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
이 있다. 다음으로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수 방안의 효과성을 학
생들의 인성 측정 검사지의 변화를 통해 입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특별히 영상매체를 활용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영상 매체는 정
보와 지식을 전달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하는 데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시
청각기관을 통해 다각적인 공감적 교류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효율적인 의사소통 매체로
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 효율성이 높다(김형민, 조창현 2014). 이뿐만 아니라 영상매체
가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매우 효과적임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이제영․문
철수 2015; 진은희․김훈희, 2017).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어로 된 텍스트 자
료보다는 영상 자료가 내용의 이해도를 훨씬 높일 것이고 보다 높은 집중을 이끌 수 있
다. 또한 인성 교육에 있어서는 정직, 책임, 존중, 배려와 같은 인성의 하위 덕목에 대한
인지와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공감이 매우 중요한데, 학생들의 한국어능력 수준에 맞추
어 학습 자료를 제시하겠지만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텍스트 자료보다는 영상 자료
로 제시될 때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영상 매체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대학에서의 교육은 전문 지식 습득과 같은 학문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이들의 내적
성장을 돕고 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성을 갖춰 사회에 나가 구성원들과 원활하
게 어울리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게 되는 데 바탕이 되
는 인성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과 본국과는 매우 다른 문화가 있는 특
수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가치관 정립에 매우 중요한 20 대 초반이기
도 하고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이라는 특수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극
이나 새로운 경험들이 이들의 가치관이나 인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에 이들
에게는 더욱 더 인성 교육이 중요하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건으
로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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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학생들이라면 반드시
듣게 되는 한국어 수업에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언어적 기능과 통합하여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영상 매체를 활용한 유학생 인성 교육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언어수
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영상 매체를 활용한 인성 교수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이 있
다. 본 연구는 인성 교육과 언어 교육 중 한국어 교육을 접목한 융합교육이 된다.

<그림 1> 언어수업에 영상 매체를 활용한 유학생들의 인성 교육

2.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성 관련 수업에 적절한 주제와 영상 자료들을 찾아 선정한 후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이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자 수업 전과 수업 후 학생들의 인성
을 측정한 검사지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림 2>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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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 방법
2.2.1 학생들의 인성 검사지
KEDI 인성검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개발한 표준화된 인성검
사로 학생들의 인성 측정에 적합하고 많은 연구에서 이 도구를 사용하여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초,중,고등학생용으로 아직 대학생을 위한 검사지는 따로 개발한 것
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학부 유학생 즉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지가 필요하여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검사지인 이기용․ 김철수(2017)의 것을 KEDI 인성검사의 내용
과 항목을 적절히 재구성하였다. 새롭게 재구성한 검사지는 인성 교육 전문가에게 검증
을 받았다. 본고에서 사용한 인성 검사지는 ‘존중, 도덕적 인식, 정직․용기, 책임감, 정의,
배려․소통, 시민성’으로 총 7 개의 영역, 4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존중, 도덕적
인식, 책임감’은 이기용․김철수(2017)에서 제시한 것이며 ‘정직․용기, 정의, 배려․소통, 시
민성’은 KEDI 에서 제시한 것이다. 본 검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로 표시하
였다. 수업 전 Cronbach α 는 0.85, 수업 후 Cronbach α 계수는 0.89 로 매우 높은 신뢰도
를 보였다.
2.2.2 실험 참여자
2019 년 1 학기 한국어 회화 수업에 수강한 학생들 총 42 명으로 학생들의 국적은 베트
남(23 명), 중국(10 명), 우즈베키스탄(2 명), 몽골(3 명), 터키(2 명), 파푸아뉴기니(1 명)였으
나 54.5%가 베트남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은 3 ~ 5 급이다.
2.2.3 실험 기간 및 내용
실험은 수도권 A 대학교 2019 년 1 학기 중 4 월 16 일~ 6 월 4 일의 7 주간 고급한국어
회화 수업에서 이루어졌고 인성 교육 수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표 2> 수업 주제 및 내용, 학생들의 활동, 강조되는 인성 항목
구분

인성
수업1
(총3차
시)

수업 주제(강조되는 인성 항목) 및 내용

학생 활동

주제: 공익 광고(배려/소통, 시민성, 존중, 책임감, 도
덕적 인식, 정직/용기, 정의)
• 공익 광고를 여러 편 보고 환경, 배려, 정직에 대해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의견 나누기
• 4-5명이 한 팀이 되어 실제 공익광고 만들기
• 친구들의 광고를 보고 느낀 점, 생각의 변화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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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수업2
(총4차
시)

인성
수업3
(총4차
시)

인성
수업4
(총 3차
시)

주제: 경쟁(정직/용기, 존중, 도덕적 인식, 정의)
• 경쟁 관련 미디어자료 시청
• 경쟁의 긍정적인 면과 부 정적인 면에 대해 토의
• 문제 해결 논술형 글쓰기 학습
• 경쟁 글쓰기
(경쟁의 정의, 현 사회의 현황, 경쟁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경쟁 사회의 문제점, 경쟁 사회에서
필요한 것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 서술하기)
주제: 학교 & 교육
(배려/소통, 도덕적 인식, 정직/용기, 정의, 시민성)
•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제점과 관련된 뉴스 시청
• 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글 읽고 생각나누기
• 대학 교육에 필요한 것에 대해 토론
• 내가 대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 생각하
고 학생들과 의견 나누기
• 대학 교육에 필요한 것, 앞으로의 나의 대학 생활에
대한 글쓰기 활동
주제: 표절(정직/용기, 도덕적 인식)
• 표절 교육
(표절의 정의, 표절의 위험성, 다른 나라의 표절 교육)
• 딜레마 토론
학생들과 표절에 대한 딜레마 상황 토론 후 발표

• 미디어 자료 시청
(경쟁 관련, 사회 부정 등)
• 토의 & 발표
• 글쓰기 활동

• 영상 시청
(학교 폭력, 교권 하락, 학생들
의 부정 행위 등의 영상)
• 독해(학교의 역할과 기능)
• 학교 교육에서의 문제점과
필요한 교육에 대해 토의
• 앞으로의 나의 대학생활에
대한 글쓰기
• 뉴스 시청(논문, 리포트 표절 관
련 뉴스)
• 표절 개념, 인용하기 학습
• 표절 관련 딜레마 토론

3. 연구 결과
42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인성 측정 검사지의 회수율과 성실하
게 답하지 않은 검사지를 제외한 34 명의 검사지를 바탕으로 이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변화 측정은 대응표본 t 검정에 의하여 사전 사후를 살펴봤으며, 유의수준 5%
를 기준으로 하였다.

세부 영역의 변화
전

2.97 3.16

3.57
3.05

3.19

3.53

존중

도덕적 인식

정직,용기

p=0.102719

p=0.0001212

p=0.000431

3.94

후

3.61

책임감

p=0.020737

<그림 3> 학생들의 인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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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301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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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업 적용 후 학생들의 인성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수업 전 3.42 에서 수업 후
3.55 로 올랐는데 이는 유의수준 0.05 에서 유의한 수치변화이다. 세부 영역을 보면 ‘책임
감’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수치가 향상되었는데 특히 ‘도덕적 인식’과 ‘정직․용기’의
덕목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반면 책임감은 인성 수업 후 유의미한 수치로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4. 결론
본 연구는 학부 유학생들이라면 교양수업에서 필수적으로 듣게 되는 교양 한국어 수
업에 인성 교육을 적용하여, 실제 수업 적용 후 학생들의 인성 변화가 유의미하게 향상
되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업은 특히 ‘도덕적 인식’과
‘정직․용기’ 덕목에서 유의미한 상승 변화를 보였다. 비록 학생들의 수가 적고 짧은 교육
기간에는 한계가 있으나 언어 기능에 집중되어 있는 교양 한국어 수업에 매체를 활용한
인성 교육을 적용하여 새로운 한국어 수업을 제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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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을 위한 번역 글쓰기 수업 연구
김민영
(한국외국어대학교)

1. 들어가며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번역 글쓰기 수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
적 수업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2. 유학생을 위한 번역 글쓰기 강좌의 필요성


국내 학부 및 대학원에는 언어권별 강좌를 비롯하여 분야별, 수준별 등 여러
형태의 번역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



이에 반해 외국인유학생 대상 번역 수업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번역
전공생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취업 후를 생각한다면, 실용적 측면에서 번역수업을
전공외, 부전공, 연계전공, 교양 수업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번역 실력이 그들의 역량으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3. 학부 번역 교육과 번역 능력


본 논의에 앞서 현재 국내 학부의 한국인 대상 번역 교육을 살펴보자.



이상빈(2010:167-168): 한국 번역 교육의 문제점으로 연계성 측면을 꼽는다.
기초 수업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이어지는‘문학번역’, ‘영상번역’ 등은 단계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안미현(2010:39)은 외국어 능력이 뛰어날 경우 번역은 자동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인식된다는 점, 번역교육이 독해 수업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보았다.



강수정(2015): 기존의 번역 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개 전문가적 소양을 밝히는
형태로,

학부의 번역교육에 적용하기에 무리.

학부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학제시스템의 부재를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로 진단하였다.


이와 같은 학부 번역 교육의 어려움은 한국어 숙달도가 떨어지는 유학생 번역
수업의 난제와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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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용 중심(Contents-Based) 교수법’의 효과로 외국어 교육과 번역 교육,
그리고 쓰기 능력 신장 면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번역 능력의 속성을 살펴 유학생에 맞는 교수 항목 및 방법을
구성해야한다.



이향(2006:187)은 번역능력을 언어능력, 텍스트 능력, 주제 능력, 문화 능력, 전환
능력으로 나눈 바 있다.



PACTE(2003)는 번역능력을 “번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의
체계”로

정의하고,

하위요소로

이중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언어외적능력,

전환능력, 심리·생리적 능력, 도구적 능력, 전략적 능력을 두었다.


번역 능력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은 이중언어 능력을 제외하고 모두 후천적으로
학습이 가능함을 보임으로써, 학습자 수준에 맞는 학습 전략 및 교육과정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번역교육에 동일하게 적용될수있다. 이중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한 유학생들에게 언어외적지식 능력, 도구적 능력, 전환 능력, 전략적
능력 등을 교수하여 번역 능력이 총체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유학생 대상 번역 글쓰기 수업의 정체성


그렇다면 한국인 대상 번역 글쓰기 수업과 유학생 대상 번역 글쓰기수업은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남성우(2006:91)에서는 “번역이란 원문의 저자 의도를 이해하고 그가 도착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었을 경우 표현했을 방식으로 해당 의미를 재현하는것”으로
번역을 정의한다.



이 정의는 출발어와 도착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



Catford(1965)는 번역을 “어떤 언어로 쓰인 텍스트 요소를 등가의 다른 언어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텍스트 유형의 특성을 강조한 정의이다. 예컨대 한국어를 배운 적 있는 미국
변호사가 영문 계약서를 한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문장 번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계약서가 한국 사회 공동체에서 제대로된
계약서로 기능하게 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유학생들의 졸업 후 직무역량을 고려한 실용적 수업이 필요하다.



요컨대 외국인 대상 번역 글쓰기 수업은, “외국인 유학생의 번역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가운데 하나로, 텍스트 기능에 맞게 재표현할 수 있는 읽고 쓰기의
통합 과정”이며 이를 수업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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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학생을 위한 번역 글쓰기 수업의 설계
5.1. 목표 설정


외국인 유학생 대상 번역 글쓰기 수업 목표

본수업의 목적은 학습자의 한국어 번역 능력 신장에 있다. 이 수업을 들은 뒤 학생들
은,
가. 한국어 실용 텍스트의 장르별 특성을 알 수 있다.
나. 텍스트에 따라 고빈도로 사용되는 문형, 표현 등을 알고 실제 문장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다. 한국어 텍스트의 특성에 따른 번역 방법을 알고 초급 수준의 번역을 해볼 수 있다.
5.2. 학습자 분석


구성: 토픽 4, 5, 6 급 학생 및 재외국민, 중국인 학생 비율 10 명 내외, 조선족
4 명 내외, 재외국민 5 명 내외, 베트남 3 명 내외, 그 외 국적 학생이 5 명
내외이다. 2019 년 2 학기 조지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학생들이 수강
예정에 있다.



학습자 요구 사항 및 수업 개발 동기: 매학기 담임교사별로 이루어지는 요구 분석
설문에 따르면, 현재 KFL 학생들은 번역을 하기에 한국어 실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번역 실전 연습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2 년 이상 한국어를 공부해온 학습자들 입장에서 어학당과 다름없는 한국어 수업,
통번역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수업은 지루하고 어렵기만 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지만 한국어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수강생들이라면,
학습 방법의 변혁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이들에게 자연스러운 한국어의 필요성을 재고하게 하고 완벽한 목표어 습득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실전 번역을 모방한 실용 텍스트
번역 연습이다. 먼저 텍스트 유형을 알게 하고, 이에 따른 언어적 특성을 수업하며
한국어를 숙달시키는 과정을 갖는다. 다음으로 실제 해당 텍스를 한국어로
작성하게 하고 자신들의 모국어로 된 동일 텍스트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 보는
연습을 한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번역에서 글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 및 표현 습득의 필요성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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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학습 절차

5.4. 세부 내용 설계: 휴대폰 사용설명서를 활용하여
<텍스트의 구성 분석>
PART1. 부품 또는 부분의 명칭
PART2. 기능 설명
PART3. 주의 사항
6. 번역 글쓰기 수업의 실제
ppt 참고
7.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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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시대에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 게임화(Gamification)을 중심으로
김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I. 서론
현재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이 접할 수 있는 지식의 양이 매우 방대해졌다. 또한,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발달하면서 단순한 업무는 인간의 활동 영역을 대체하고 있으
며, 이후 점차 그 범위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맞추어 인간
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과거 시대에서처럼 단순히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를 ‘기억하고 있
는가’가 아닌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자신의 필요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는가’ 하
는 것이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그리고 소셜네트워크 등 뉴미디어의 발달로 방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오고가는 요즘, 여러 가지 떠도는 지식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
없이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동시에 그를 활용
하여 다른 정보를 주체적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하여 교육이 변하는 속도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중심이 되어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학습자들은 수동적으로 해당 정보를 수용하고 있다. 물론 문제중심학습
(PBL: Problem Based Learning)과 같이 구성주의에 입각하여 학습자가 정보를 스스로 조
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
제적 적용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그 원인에는 현장에 있는 교사가 문제에 대하여 접근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점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사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사가 혼자 문제중심학습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PBL 의 사례를 참고하여 수업의 내/외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하는데 이를 ‘게임‘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최근 기업뿐만 아
니라 교육에서도 게임화(Gamification)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한 개념
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교육과의 접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해당 과정을 통
해 만들어진 수업(또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수반되어야 하는 수업 외적인 요인(제
도 및 교육 과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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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게임과 게임화(Gamification)
게임화(Gamification)라는 용어는 새로운 이론이 아닌 기존에 있었던 시리어스 게임
(Serious

game)1),게임

메카닉스(Game

Mechanics),

펀웨어(Funware)2),

에듀테인먼트

(Edu-tainment)3)등의 이론에 의미를 확대 및 재해석하여 다양한 분야에 좀 더 전문적으
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이동엽, 2011). 즉, 게임화는 게임이라는 개념을 여러
분야에 확장하여 효율을 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정확하
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임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사람들이 게임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규칙이나
포인트, 리더보드 등의 게임 메카닉스가 적용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
덕분에 위에서 언급한 시리어스 게임이나 에듀테인먼트 등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에게
기억에 남을 게임 콘텐츠가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성과가 다소 저조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가장 큰 원인은 개발자들이 플레이어의 입장을 간과했다는 점이
다. 아무리 교육적으로 유익한 내용이라도 플레이어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는 좋
은 콘텐츠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게임 메카닉스가 아닌 게
임플레이를 고려하는 것이다.
Costikyan, G. (2002)는 게임플레이를 ‘플레이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의미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즉, 게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라고 할 수 있는 건 목표, 제한된 자원, 의미 있는 의사결정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
다. 게임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래픽
이 화려하고 액션에서 현실감이 느껴지며, 사운드가 풍성하면 좋겠지만, 이들은 게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게임에서 필수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 자체의
재미이다. 이러한 게임의 재미는 위에서 언급한 게임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
록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교육에서도 게임화를 위하여 게임 매커닉스만 적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학습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교육 콘텐츠로서 게임화를 진행하여 수업을 설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duolingo 와 같은 대부분의 제 2 언어 교육 게임에서는 단
순하게 어휘나 문법 등을 맞추고 그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 게임 메카닉스를 적용하
고 있다. 목표 언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해당 게임의 활동은 학습에 도움을
주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학습자들이 학습 활동을 하도록 하기에는 단순한 의사결정 구
1) Clark C. Abt의 1977년 저서에서 유래된 용어로 게임의 주요 목적인 오락성보다는 특별한 목적을 의도
로 재미있게 설게한 게임을 말하며 건강, 홍보, 교육, 경영, 의료, 광고, 복지 등 다양한 범위로 확장되
어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2) Gabe Zichermann이 만든 용어로 게임이 아닌 상황에서 포인트, 리더보드, 배지, 도전 및 레벨 등과 같
은 게임 메카닉스를 사용하여 원하는 사용자 행동을 유도하고 그들의 충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
한다.
3) 교육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로 게임하듯 즐기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형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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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지니고 있어 흥미 요소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이 기초 이상의 학습자들이 제 2 언어
학습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여 학습자들이 지속해서 학습할 수 있도
록 보다 창발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활동의 게임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육에 있어 게임화를 진행할 때는 단순히 게임 매커닉스만 교육에 적용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플레이의 요소도 고려하여 학습자에게 흥미와 동기 유발을 제공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실제로 교육에 어떻게 게임화를 적용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도록 한다.
III. 게임화를 적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뉴미디어 시대에 정보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전달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화
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사실 즉, 큐레이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이다.4) 최근 제 2 언
어 교육용 앱 등에서도 이와 같은 큐레이션 서비스를 도입하여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먼저 학습자의 관심사를 물어보면서 해당 관심사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과 동기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에 게임화를 적용할 때,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
누어 각각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해볼 수 있다.
먼저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수많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누리세종학당을 비롯한 웹에서도 쉽게 한국어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며,
YouTube 에 업로드 된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의 영상뿐만 아니라 교재 등을 통해서도 학습
자 개인이 선언적 지식을 기르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습
자가 접하는 정보의 양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또는 대학 등의 기관에서 만든 자
료는 교육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수요에 맞춘 현실 세계의 언어 사용과는 다
소 동떨어진 경향이 있으며, 개인이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에서 만든 자료는
학습자의 수요에는 충족하나 다소 전문적인 설명이 부족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절충을 위하여 한국어 전문가로 구성된 위키형 소셜미디어를 제작하는
것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내용을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인데, 회원제로 진행하여 내용 작성 및 수정과 관련하여 정
해진 지침에 따라 작성자에게 마일리지 등과 같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
국어 학습자는 보다 양질의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고, 정보를 생성하는 사람들은 해
당 과정을 통해 리더보드 및 보상 포인트를 제공하여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오프라인에서는 수업 진행에 필요한 학습 내용
4) 이러한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하는데,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큐레이터가 작품
을 진열하고 소개하는 것에서 파생되어, 사용자 개인의 취향을 분석하여 적절한 콘텐츠를 선별하여 보
여주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 225 -

2019 한국외국어교육학회(KAFLE) 국내학술대회

을 미리 학습자에게 알려주어 선행 학습을 해올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맞춰 그를 활용한
게임 활동을 진행한다. 같은 시간에 각기 다른 주제로 여러 개의 수업을 개설하여 학습자
들이 수업 진행 전에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 신청 내역에 따라 교사는 학습
자의 국적, 수준,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수업 진행에 대한 준비를 한다. 전체 하나의 교육
과정을 위와 같은 수업으로 구성하여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수행에 따른 보상
등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에게 동기 부여를 유도한다. 기존에 수업에 따른 연습이나 활동
등의 개념보다 더 적극적으로 배운 내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수업을 구성한다.
이러한 수업의 게임화는 교사 혼자 진행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교사 간의 협업 또
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 간의 협업이 필요하며, 진행 과정에 따른 업무 분담이나 의사소
통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IV. 교육 게임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
위와 같은 수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의 변
화가 요구된다.
1) 한국어 교육계의 학력 인플레이션 개선
2)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 과정을 통한 협업 또는 연계
3) 한국어 교육 분야의 세분화(수업 기획, 자료 수집/구성, 등급 설계 등)
4) 한국어 교사 처우 개선
5) 기타 사항
V. 결론
교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다. 특히 자국 언어를 외국인에게 가
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역할을 넘어 해당 국가에 대한 첫인상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목표에 따라 학습자를 제대로 교육시
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습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유행과 변
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어떠한 형태로 교육적으로 가
공하여 학습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항상 기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앞으로 한국어 교육이 나아
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큰 틀에서 공론화하기 위해 진행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보다 생
산적인 논의와 많은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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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학습자의 어순 습득 양상 연구
: 태국어권, 중국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김진후
(한국외국어대학교)

Ⅰ. 서론
본고는 유형론의 관점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어순 습득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어순 습득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하는 의견도 있으나, 아래
의 예문과 같이 문장 성분을 잘못 배치하면 아무리 고급 수준이라고 해도 유창해 보이
지 않을 뿐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내용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학습
자들이 각 성분을 정확하게 배치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태국어권 학습자(6 급): ‘대학교 어학당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신 선생님들이 2 년
동안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 단어와 문법을 쉽고 간단하게 접할 수 있도록 자기
시간을 내서 이 효과적인 책을 만들었다.’
(2) 중국어권 학습자(6 급):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의 서로 의견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태국어와 중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유형론적 관점에서 태국어와 중국어의
특징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산출물을 해석하고자 한다.
본고의 학습자 산출물은 ‘국립국어원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의 자료이며, 2015 년 5 월
부터 2018 년 11 월까지 124 개국, 81 개 언어권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구축한 것이다. 현
재 총 300 만 어절 규모 이상의 말뭉치가 공개되어 있으며, 2020 년까지 계속하여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본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 중 오류 주석1) 말뭉치이며, 오
류 주석 말뭉치는 문어 3,093(35 만 어절), 구어 507 건(21 만 어절)으로 총 3,600 건(56 만
어절)이 구축되어 있다.

1)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에서는 크게 오류 위치, 오류 양상, 오류 층위로 나누고, 오류 층위에
서는 발음, 형태, 통사, 담화로 나누어 통사에 어순 오류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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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어순 유형론과 각 언어권의 어순
유형론이란 여러 언어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을 탐구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하여
어떤 언어의 특징을 밝히며 인간 언어를 분류하는 학문이다. 유형론은 단일 언어가 아
닌 여러 언어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하나의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볼 수 없
는 시각을 제공한다.(전정예, 2013)

명사구
내부

동사구
내부

한국어

중국어 2)

태국어

기본 어순

SOV

SVO

SVO

SV 어순

SV

SV

SV

부치사

NPo

PrN

PrN

관계절

RelN

NRel

NRel

소유격

GN

GN

NG

형용사

AN

AN

NA

수사

Num-N

Num-N

N-Num

지시사

DN

DN

ND

동사-목적어

OV

VO

VO

본동사-조동사

본동사+조동사

조동사 + 본동사

조동사 + 본동사

동사-부사어

부사어 + 동사

부사어 + 동사

동사+부사어

형용사-정도어3)

정도어 + 형용사

정도어 + 형용사

형용사+정도어

동사-부정소

동사+부정소,
부정소+동사

부정소 + 동사

부정소 + 동사

비교급

기준항4)+형용사

기준항+형용사

형용사+기준항

위의 표는 한국어, 중국어, 태국어의 각 어순을 정리한 것이다. 한국어는 전형적인 핵
어 후치형 언어이며, 태국어는 전형적인 핵어 전치형 언어의 특성을 보인다. 반면에 중
국어는 태국어와 같이 SVO 어순임에도 불구하고, 핵어 전치/후치형 언어의 특성을 동시
에 지니고 있는 언어이다.
본고에서는 유형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중국어권, 태국어권 학습자의 산출물이 지니고
있는 특징들을 해석하고자 한다.

2) 본고는 중국 보통화(WALS 기준: Mandarin)를 기준으로 하였다. 국립국어원 학습자 말뭉치에서도 중국
어권 학습자의 모국어를 6개(①중국어, ②중국어(광둥어), ③중국어(만다린어), ④중국어(민난어), ⑤중
국어(우어), ⑥중국어(타이완어))로 나누었으나, 이는 발음 오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어순 오류 층위에
서의 각 방언별 검색 결과는 0개였다.
3) 정도어(degree words)란 ‘매우, 더’ 등과 같이 형용사의 정도 속성을 나타내는 말로 대체로 부사로 인식
되지만, 언어 중에는 이들이 부사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정도부사’라는 말보다는 ‘정도어’라는
말이 보다 정확하다.(허용, 2013)
4) 실제로는 기준항, 비교표지, 비교 형용사로 구성된다.
한국어: 나는+엄마(기준항)+보다(비교표지)+키가 크다(비교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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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어 학습자의 어순 습득 양상
본고는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5)에서 오류 주석 말뭉치의 검색 결과
를 대상으로 하였다. 오류 위치, 오류 양상, 오류 층위 중 오류 층위에서 ‘어순(WO)’을
선택하였으며, 상세 조건6)에서 ‘타이어’,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의 산출물을
선택하였다.
표본 검색 결과 중국어에서 검색된 표본은 407)개(어절: 61 건)이며, 태국어에서 검색된
표본은 12 개(어절: 19 건)이었다.8)
태국어에서 발견된 주요 오류는 주어 위치 오류, 수사 오류, 부사어-목적어 어순 오류
등이었다.
(3) 주어 위치 오류
[Th_69)] 대학교 어학당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신 선생님들이 2 년 동안 외국인 학생들
이 한국어 단어와 문법을 쉽고 간단하게 접할 수 있도록 자기 시간을 내서 이 효과
적인 책을 만들었다.
→ 대학교 어학당 선생님들은 2 년 동안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서…
[Th_5] {좌 문맥 없음} 온돌의 한국은 겨울 때 한국 사람들은 사용해야 한다.
→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온돌을 사용해야 한다.
(4) 수사 오류
[Th_1] 저는 네 에셋어리를 샀습니다.
→ 저는 액세서리를 네 개 샀습니다.
(5) 부사어-목적어 어순 오류
[Th_5] {좌 문맥 없음} 온돌의 한국은 겨울 때 한국 사람들은 사용해야 한다.
→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온돌을 사용해야 한다.
[Th_2] 깜팽펫에서 인기가 산에 있었다.
→ 깜팽펫에서는 산이 인기가 있다.

5) https://kcorpus.korean.go.kr/
6) 국적, 한국어 등급, 나이, 학습 목적, 말뭉치 유형(문어, 구어), 학습 환경 등은 별도의 선택 없이 모두
검색되게 하였다.
7) 총 3,600건의 결과 중 어순 오류로 검색되는 전체 표본은 165개(어절: 260건)으로 전체 오류 중 4.6%
를 차지하였다.
8) 검색된 표본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9) Th: 태국어, Ch: 중국어. 언어권 약자 옆 숫자는 TOPIK 급수를 의미. 굵은 글씨는 학습자 말뭉치에서
검색된 중심어이며, 밑줄친 부분은 교정 형태임.(대개 말뭉치에서 함께 제공한 교정 형태를 참고하여
교정 문장을 작성하였으나, 일부 문장의 경우에는 필자가 교정을 본 부분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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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_1] 저는 자정거를 여의도 공원에 탑니다.
→ 저는 여의도 공원에서 자전거를 탑니다.
중국어에서 발견된 주요 오류 중 태국어와 동일한 오류는 수사 오류, 부사어-목적어 어순
오류였으며, 그 외에 발견된 오류는 부사어 위치 오류, 본동사-조동사 어순 오류 등이었다.
(6) 수사 오류
[Ch_4] 아이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한 귀여운 아이 있으면 좋겠다.
→ … 귀여운 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7) 부사어-목적어 어순 오류
[Ch_6]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의 서로 의견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의견 차이를 서로 인정할 수 있다.
[Ch_3] 제 고햐에서 적게 여자 화장합니다.
→ 우리 고향에서는 여자들이 화장을 적게 합니다.
(8) 부사어 위치 오류: ‘많이, 많은’
[Ch_4] 장애인 때문에 생활 중에서 많은 불편한 것이 있다.
→ 장애 때문에 생활 중에 불편한 것이 많이 있다.
[Ch_3] 사람마다 학창 시절는 많은 소중한 추억에 있습니다.
→ 사람마다 학창 시절에 소중한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Ch_3] 나는 한국에 1 년 동안 살 예정이였으니까 한국이 오기 전에 어떻게 집을 구
할지 몰라서 많이 고민이 있었다.
→ … 집을 어떻게 구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이 있었다.
[Ch_1] 한국에서 주말을 많이 쇼핑을 합니다.
→ 한국에서 주말에 쇼핑을 많이 합니다.
(8) 본동사-조동사 어순 오류
[Ch_5] 뭐 애기 아바 혼자 일하면 그냥 살아 먹을 수 있는데
→ 뭐 애기 아빠 혼자 일하면 그냥 먹고 살 수 있는데
Ⅳ. 결론
본고에서는 태국어와 중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유형론적 관점에서 태국어와 중국어의
특징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국립국어원 학습자 말뭉치의 태국어권, 중국어권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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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출물을 해석하였다.
그 결과, 두 언어권 모두에서 발견된 오류는 수사 오류, 부사어-목적어 어순 오류였으
며, 이 중 부사어-목적어 어순 오류를 자주 보였다. 따라서 태국어권, 중국어권 학습자를
비롯한 핵어 후치형(VO) 언어권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에는, 부사어-목적어의 어순에 집
중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어에서만 발견된 주요 오류는 부사어 위치 오류(‘많이’, ‘많은’), 본동사-조동사 어
순 오류이었으며, 본동사-조동사 어순의 경우 중국어의 특징에 따라 조동사(보조동사)가
본동사보다 선행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자료의 표본이 총 52 개(어절: 80 건)로 그 수가 매우
적으므로, 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파일럿으로 삼아
오류 주석 말뭉치뿐 아니라 원 형태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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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을 위한 ‘-고 하-’ 융합형에 나타나는 양태 의미 연구
손유정
(한국외국어대학교)

I. 머리말
본 연구에서는 ‘-고 하-’ 융합 어미에 나타나는 양태의 의미들을 고찰하고 한국어 교육
현장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어 교육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위한 구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구어는 담화 맥락을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형
태가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지 않고 담화 맥락 상황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 그러나 주로 대학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은 학문 목적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교재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구어 교육에 초점이 맞혀져 있지 않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문어 교육과 구어 교육의 균형 있는 교육을 위해 실제언어생활에
서 고빈도로 쓰여 활용성이 높은 어미의 의미와 기능을 교육현장에 접목해야 한다. 그
러나 실제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보면 축약 형태의 연결어미의 의미로
교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종결 기능으로 교수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의미
만 가르치고 융합이 되면서 새롭게 획득하게 되는 양태의 의미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부
분이 많다.
특히 ‘-고 하-’ 융합형들은 구어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기 때문에 구어 교육에서 필
수적으로 교수해야 할 형태들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고 하-’ 융합 어미에서 발현되는 양태 의미를 학습함으로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Ⅱ. 양태의 의미와 유형
1) 양태의 의미
인구어에서의 양태의 개념에 대해 논의
① Jesperson(1924:313)에서는 ‘they express certain attitudes of the speaker towards the
contents of a sentence...’로 정의하고 있다.
② Lyons(1977:452)에서는 ‘They are used by the speaker in order to 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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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hetically, his opinion or attitude towards the proposition that the sentence
expresses or the situation that the proposition describes.’
③ Palmer(2001:1)에서는 ‘Modality is concerned with the status of the proposition that
describes the event.’1)
한국어학계에서의 양태에 대한 정의
④ 장경희(1985:9)에서는 양태를 ‘사건에 대한 화자의 정신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고 보았다.
⑤ 고영근(1986, 1995:260)에서는 양태를 ‘화자의 심리적 태도와 관련되는 의미 영역’이
라고 하였다.2)
⑥ 이선웅(2001:327)은 양태를 ‘화자가 명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 문장 내에
서 표현하는 심리적‧정신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한국어학계에서 논의된 양태의 개념도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는 개념과 크게 다
르지 않다. 그러나 학자들마다 화자의 태도로 정의한 ‘정신적 태도, 심리적 태도’를 규명
하는 것이 동일하지 않다. 이 때문에 한국어에서 논의된 양태의 개념이 명확하게 일치
된 개념으로 시작되지는 못했다.
2) 양태의 유형
① 인식 양태와 증거 양태
전통적으로 인식 양태는 명제 내용에 대해 화자가 가지는 확실성의 정도(the degree of
commitiment)를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다시 말해 화자가 명제 내
용에 대해 확실하다고 믿으며 말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믿으며 말하고 있는지에 따
라 ‘가능성(possiblility)’과 ‘개연성(probability)’과 ‘확실성(certainty)’으로 인식 양태의 의미
범주를 나눈다.
증거 양태는 명제 내용의 출처를 알려주는 증거를 표현하는 범주이다. 증거 양태의 의
미 범주에는 ‘직접 증거, 추측, 추론, 전언’ 등이 해당된다.

1) 여기에서 ‘event’란 Palmer(2001:1)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사건(event), 행위(action), 상황
(situation), 상태(status)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2) 고영근(1986)에 의하면 하나의 어미가 굴절 방식으로 실현되면 서법, 비굴절 방식으로 실현되면 양태
라는 개념으로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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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무 양태와 동적 양태
의무 양태는 화자 또는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행하는 행동과 관련된 것이다. 화자
가 청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해서 행위자인 청자에게 그 의무를 수행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의무 양태에서는 화자가 주로 ‘명령’, ‘허락’, ‘제안’, ‘지시’의 주체가 되
어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동적 양태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해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능력’이나 ‘바람’, ‘의향’
의 유무와 관련된 양태이다. 명제의 사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힘은 행위자 내부에
있다는 것이 의무 양태와 구별된다.
③ 감정 양태
감정 양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감정적 태도’로 정의하고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
정을 하위 의미 범주로 제시되고 있다.
Ⅲ. ‘-고 하-’ 융합형에 나타나는 양태 의미
1) 증거 양태와 감정 양태
‘-고 하’ 융합 어미에 나타나는 증거 양태의 의미는 ‘간접 증거’에 해당하는 ‘전달’의
증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화자와 청자의 상관적 담화 상황에서 ‘전달’의 의미로 사용되
는 증거 양태 의미의 하위 의미 범주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의 발화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증거의 의미로 ‘화자 발화’를 전달하고, 청자의
선행 발화나, 제 3 자의 발화를 듣고 되받아 청자에게 반문할 때는 ‘청자 발화’, ‘제 3 자
발화’를 증거 의미로 전달하고, ‘상황 전달’, ‘화자 생각’, ‘화자 체험’, ‘일반 상식’을 증
거로 전달할 때도 쓰였다. ‘화자 체험’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에게 자랑하는 태도가 나타
났고 ‘상황 전달’, ‘화자 생각’, ‘일반 상식’을 증거로 전달할 때는 화자의 강한 주장과
함께 ‘빈정거림’, ‘따짐’, ‘못마땅함’ 등의 감정 양태가 표출되었다.
2) 의무 양태와 감정 양태
‘-고 하-’ 융합 어미 중 ‘-다고/-(이)라고’와 ‘-냐고’, ‘-자고’, ‘-라고’의 형태가 의문문으
로 실현되면 반문의 의미가 생겨 화자는 청자에게 ‘대답 요구’의 의무가 부과된다. 그리
고 ‘-자고’, ‘-라고’의 형태가 평서문으로 실현될 때는 주로 [+수행성]의 의미로 [+행동
요구]에 해당되는 ‘제안’, ‘명령’의 의무가 부과된다. ‘-다니’류의 경우에는 청자의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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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를 되받음으로 질문하는 형식의 의문문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었다. 화자는 청자
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단순 대답을 요구하는 상황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요구’의 의미가 나타난다. ‘-다면서’류의 경우는 ‘-다니’류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수행성]의 의미 범주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행성]의 의미로 화자의 구체적인
질문에 청자가 구체적인 답변으로 답해야 하는 ‘대답 요구’의 의미와, 화자는 청자의 과
거 발화와 현재 상태의 다름에 대해 청자의 과거 발화를 언급함으로 청자에게 이유를
설명하라는 ‘해명 요구’의 의미도 나타났다. ‘-다니까’류의 경우는 종결의 형태에 따라 ‘냐니까’는 ‘대답 요구’의 의미가 나타났고, ‘-자니까’는 ‘제안’의 의미가 나타났다. ‘-라니
까’의 형태에서는 ‘명령’의 의미가 고빈도로 나타났다.
담화 상황을 통해 ‘한심함’, ‘비아냥거림’ ‘분노’, ‘짜증’, ‘따짐’, ‘비난’, ‘슬픔’, ‘속상
함’, ‘실망’, ‘걱정’,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 양태가 나타났다.
Ⅳ. 한국어 교육을 위한 제언
‘-고 하-’ 융합형은 비격식적인 구어 상황에서 화자의 태도를 나타냄으로써 대화 상황
에서 다양한 함축적인 양태 의미를 표현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 교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한 교육 내용을 담아 내지 못하고 있다. ‘-고 하-’ 융합어미의 교육이 실제적
인 담화 차원에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고 하-’ 융합형은 주로 비격식적인 구어 상황에서 고빈도로 나타난다. 학습자들의
실제 활용도를 생각해서 실제 담화자료를 제공하고 담화 상황에 맞게 어미의 언어
기능을 습득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2) ‘-고 하-’ 융합형의 감정 양태의 의미가 잘 표현되려면 억양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
어야 하고 대화 상황을 잘 구성하여 ‘요청-수용, 확인-확인, 확인-부인, 질문-대답,
제안/명령-거절/변명’ 등의 대응쌍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3) 학습자 수준에 따라 학습자가 직접 담화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다양한 담화 상황을 만들고 학습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양태 의미를 표
현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습자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Ⅴ. 맺음말
‘-고 하-’ 융합 어미들은 본래는 인용 구문 형식이었지만 문법화가 일어나면서 인용 구
문 형식의 쓰임과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고 하-’ 융합 어미들은 비환원적 융합에
의해 결합된 형태이다. 이들은 원래 형태로 환원을 시키면 원래의 의미 기능이 없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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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색한 문장이 되거나 비문이 된다. ‘-고 하-’ 융합 어미들은 융합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의미 기능을 획득하게 되는데 바로 양태 의미이다. 이 형태들은 담화에서 화자
의 감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명제의 내용인 사건이나 사태의 정보의 출처도 제
공하는 증거 양태의 표지로써 의미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화자는 청자에게 명제의 사
태나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의무 양태의 의미 기능도 하게 된다. ‘-고
하-’ 융합 어미들은 더 이상 제 3 자의 발화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화자의 태도를 중화시
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명제 내용을 전달하면서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포함해서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는 양태의 의미가 풍부하게 나타난다.
‘-고 하-’ 융합 어미들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태 의미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
육 현장에서 명시적으로 교수가 이루어져 학습자들이 교실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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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음소 /ㅅ/와 /ㅆ/를 통한 음성적 기저형 고찰 및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관계 분석 연구
권민지
(한국외국어대학교)

I.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
한국어의 치조마찰음 /ㅅ/와 /ㅆ/은 특히 두 소리의 구분에 있어서 많은 외국인 학습자
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왜 이러한 어려움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고찰하보면 크
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두 음소가 구분되는 음성학적 특징이 다른 언
어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긴장성에 따른 평/경음의 구분이라는 매우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며, 두 번째로, 자연언어에서 두 소리가 일반적으로 음소로서 구분되
는 것이 아닌 음소-변이음인 언어가 많기 때문에 음소로서 두 소리를 구분하는 것은 외
국인 화자들의 모국어 음운 지식으로는 매우 어렵다.1)
본고의 연구 배경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ㅅ/와 /ㅆ/를 구분하게 하는 발음교육에서의
방법론적 차원의 고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어발음교육에서 한국어 파열음의 평음,
격음, 경음의 구분은 기식성을 학생들이 느껴보도록 손바닥을 입 앞에 대고 발음하도록
하거나 A4 용지나 휴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교수한다(허용, 김선정; 2006). 그러나 치조
마찰음의 경우 음성적 차이를 학생들이 직접 느끼도록 교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결
국 발화에서의 차이를 느끼게 하는 방법이 아닌 소리의 인지를 하는 것에서 차이를 인
지하도록 하는 것부터 교수하게 되는데 학습자들은 이 역시 인지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과정에서 외국인 화자들이 두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인지를 못하기 때
문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Troubertzkoy(1939)는 ‘외국인으로서의 발음습관’은
그 외국인이 어떠한 소리를 제대로 발음할 수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정확하게 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이 증명된다고 하였다. 이때 ‘듣지 못한다’의
의미는 화자가 소리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닌, 모국어의 음운체계에서 해당 음
소의 부재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외국인 학습자들이 두 소리를 구분하
여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치조마찰음의 발음교육에서 적절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하
며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 한국어의 치조마찰음을 구분할 수 있는 음성적 단서가 무
1) 대부분의 언어에서 음소는 /ㅅ/ 소리에 해당하는 [s]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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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구분의 음성적 기저가 되는 소리가 /ㅅ/가 아닌 /ㅆ/임을 분석하
고자 한다.
Ⅱ. 한국어 치조마찰음의 특수성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왜 한국어의 치조마찰음이 한국어의 다른 장애음들
에 비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특히 어렵게 인지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음성적, 음운론적 논의를 몇 가지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평음/ㅅ/는 음성적으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의 평음 /ㅅ/는
평음과 격음의 속성을 음성적으로 동시에 지닌 독특한 음소이다. 신지영(2017)은 평음 /
ㅅ/의 마찰구간이 경음에 비해 짧고, 기식 구간이 나타나지만, 경음 /ㅆ/는 마찰구간이
보다 긴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식 구간은 /h/계열의 소리들, 혹은 기
식음화된 /ph, th, kh/등의 소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찰구간은 /s, z, ʃ, ʒ/와 같은 마찰음
이 어두에 왔을 때 주로 나타난다. 아래 그림과 같이 한국어의 /ㅅ/는 마찰구간과 기식
구간이 함께 나타난다.

<그림 1> /ㅅ/의 마찰구간과 기식구간

<그림 2> /ㅆ/의 마찰구간

<그림 1>과 <그림 2>의 점선 부분은 마찰 구간을, <그림 1>의 실선 부분은 기식 구간
을 나타낸다. Yoon(2002) 역시 한국어의 무성치조마찰음을 비-긴장성 마찰음이며 기식음
화된 /sh/와 긴장성 마찰음 /s’/로 구분하였다.2) 정리하면, 한국어의 /ㅅ/음소는 마찰구간
과 기식구간을 동시에 보이는 독특한 음성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경음/ㅆ/는 다른 언
어의 마찰음에서도 찾을 수 있는 마찰구간을 주로 나타낸다.
둘째, 한국어의 치조 마찰음은 조음 위치로서의 구분이 아닌, 조음 방법상으로 구분된
다. 많은 언어에서 마찰음은 조음 위치로서 구분된다. 대표적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살펴
보면, 영어의 경우 순치음/f v/, 치간음 /θ ð/, 치조음/s z/, 경구개치조음/ʃ ʒ/ 으로 구분되
2) Yoon, Kyuchul(2002) ...Korean has two types of voiceless alveolar fricatives: a non-tense fricative /sh/ and
a tense fricative /s’/. non-tense one will be called aspi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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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중국어의 경우 순치음/f/, 치조음/s/, 후치조음(권설음 위치)/ʂ/, 치조경구개음/ç/으로 구
분된다(Lin, 2007; 허용·김선정, 2014).3) 아래 표는 이러한 특성에 따른 한국어의 마찰음
과 중국어의 마찰음 목록을 나타낸 것이다.

양순음
평음
격음
경음
평음
격음
경음
평음
경음

파열음

한국어장
애음

파찰음
마찰음

양순음

중국어
장애음

파열음

p
h
p
p’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k

h

h

t
t’

k
k’
t͡ʃ

h

t͡ʃ
t͡ʃ’
s
s’

순치음

p
h
p

치음/
치조음
t

h

후치조

치조
경구개

f

t
ts
h
ts
s

연구개음
k

h

파찰음
마찰음

치음/
치조음
t

k
tʂ

tç

tʂ
ʂ

tç
ç

h

h

h

x

즉 한국어의 /ㅅ/와 /ㅆ/는 조음 위치상으로 이를 구분하는 것이 아닌, 조음 방법상으로
구분하며, 이는 다른 언어에서의 마찰음의 구분 방법과 비교되는 특징이다.
셋째, 한국어 /ㅆ/의 경우 모국어와 비교햇을 때 변이음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높다. 오
선영, 찬유홍(2011)은 /ㅅ/와 /ㅆ/의 구분에서 자주 오류를 범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학습자
의 모국어와 한국어 간의 상응하는 음소와 철자의 차이를 들었다. 영어를 포함한 대부
분의 언어에서 한국어의 치조 마찰음 된소리는 학습자의 모국어 평음에 더 가깝기 때문
에 한국어의 마찰음을 모국어의 평음에 대입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음과 철자의
불일치로 인한 혼동이 그 원인이라고 하며 한국어 음소 /ㅆ/가 모국어의 ‘평음’ 마찰음
소리에 가깝다고 하였다.
치조마찰음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마찰음 음소를 비교하거나.
/ㅅ/와 /ㅆ/의 음성적 차이를 명시하는 것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발음교육
에 있어 음성적 차이를 기술하고 두 소리의 차이를 최대한으로 없애 자연스러운/모국어
화자에 가까운 발음을 하게 하는 것이 발음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방향은 발음의 정확성이 아닌, 소리 인지의 간극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에 따라 본고에서는 음성적으로 보편적인 특성을 보이는 /ㅆ/가 외국인 학
3) 중국어의 마찰음 구분은 변이음으로 구분되는 치조경구개음도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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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의 구분을 위한 음성적 기저형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설을 세운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한 음성적 실험을 하고자 한다. 다음 절은 실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녹음자의 상
세 정보 및 준비과정에 대한 것이다.
Ⅲ. 실험 설계 및 준비과정
1) 음성실험 준비를 위한 녹음자 섭외 및 상세정보
녹음자는 25 세 한국인 여자 화자를 섭외하였다. 한국어 및 언어학적 지식과 무관한
이공계 전공의 녹음자이며 해외 거주 경험이 없어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반 화자에 가장
가까울 것으로 상정하고 녹음 및 실험을 시작하였다. 본 화자는 중국인 화자의 지각실
험에 사용될 시료를 녹음하는 시료 녹음자이므로 한국어 마찰음을 발화하는 데 있어 어
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관련 선행연구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신지영(2017)이
제시한 한국어 마찰음이 어두에 왔을 때의 기식구간과 마찰구간이 잘 나타내어 시료 사
용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녹음시료 준비
㉠ 1 음절 시료: 7 모음 /a, i, u, ɛ, o, ɨ, ʌ /와 치조마찰음이 접목된 형태의 시료를 구성
하였으며 파열음 중 일부를 더미시료로 제시하여 본 실험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녹음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였다.
㉡ 2 음절 시료: 어두, 어중으로 나누어 7 모음 /a, i, u, ɛ, o/과 접목된 비단어 시료
(non-word)를 녹음하였다. 비단어 시료를 만드는 과정은 2 음절 마찰음 포함 단어
중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을 세 개씩 선정하였다. 또한 실제 단어에서 소리 환경만
을 만족한 선에서 자음/모음 등을 바꾸어 선정하였다. 소리의 환경이 되는 /ㅅ-ㅆ/
시료는 북한어, 방언 등을 모두 제외한 시료를 선정했으며, 더미 시료는 방언에 사
용되는 단어를 일부 포함하였다.

<그림 3> 시료 준비 예시
녹음은 약 30 분 정도 진행하였다. 본 시료를 사용하여 중국인 고급 화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치조마찰음에 나타나는 마찰구간과 기식구간을 조정하여 어떤 부분에 중국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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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지각 반응에 영향을 미치며, 지각의 정도와 산출의 정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
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고급 화자를 선정한 이유는 한국어 치조마찰음의 발화와 지
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일정한 정도의 지각과 산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Ⅳ. 기대효과 및 결론
본 실험을 통해 중국인 화자들이 평소에 다른 분절음에 비해 구분이 어렵다고 느껴
왔던 치조마찰음 /ㅅ/와 /ㅆ/를 구분하는 음성적 단서가 어떠한 것이고, 한국인이 인지하
는 치조마찰음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 원인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초기 단계의 연구이므로 연구자의 궁극적인
목표인 발음 교육에서의 실질적인 기대 효과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이나 이는
후속 연구에서 차례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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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통번역문에 나타나는 특징적 패턴과 교육적 시사점:
일본어권 한국어학습자의 사례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야마모토 미사키
(인덕대학교)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기관에 개설된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과정’을 이수한 일본어 모
어 혹은 제 1 언어로 하는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하 학습자라 함)이 모국어인 일본
어(SL-출발어: Source-language)를 제 2 언어(TL-도착어: Target language)인 한국어로 옮긴
결과물 즉 일-한(Japanese into Korean) 통번역문에 나타난 한국어 어휘와 문법 그리고 표
현의 특징을 살피고 그들의 통번역문에 나타난 고정 패턴의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본 과정의 이수생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통번역 작업에서 학습자들이 닥치는 현실과 안고 있는 어려움이 통번역교육에 주는 시
사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2. 문제제기
언어를 배우면서 본인의 모국어로 옮기는 과정은 성인 학습자라면 누구나 겪는 무의
식적인 첫 번째 번역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외국어를 배우는 개인차는 있으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번역 과
정은 교사를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모국어와 대조하여 머릿속에서
언어를 대비시켜 옮기려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의 모국어를 토대로 1
대 1 로 대비시키는 과정이 지속되며 습관이 되면 장르, 문체, 상황에 상관없이 일정한
패턴이 생기며 폭넓은 어휘와 표현을 구사하기 어려워지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는 아
무런 문제없이 의사소통을 하는 한국어 고급화자들도 접해 본 적이 없거나 낯선 장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훈련과 배움이 없이는 소화하기 힘들 것이다. 국내 한국어교육기관
에서 6 급을 마치고 또한 TOPIK 에서 최상급인 6 급을 딴 학습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1) ‘A into B’ 의 개념 및 중요성
2) ‘B into A’의 문제점
3) 전문가와 학습자의 ‘A into B’에 대한 태도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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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한(A into B) 통번역문에 나타난 특징 및 패턴 분석
학습자가 생성한 통번역문에 접했을 때 원어민 화자는 이해는 가능하나 무언가 어색
하다고 느낄 때가 많을 것이다. 그것은 어휘 및 표현의 선택 문제 혹은 문법지식, 전문
지식, 배경지식과 같은 지식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생성된 문장이
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급한국어학습자라고 해도 모국어가 아닌 제 2 외국어 즉 B 언어로
생성하는 것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 장에서는 일본어권 학
습자의 실제 통번역문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그 패턴과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어휘 및 표현
2) 문법
4. 교육적 시사점
1) 설문조사 분석 및 결과
2) 통역 및 번역 작업에 대한 학습자의 시점
3) 교육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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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수업 교실활동에 관한 초급 학습자의 평가
신은진
(명지대학교)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국내 대학교 학습자들의 학습만족도를 높이는 일본어 수업의 설계와 운영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계절학기 일본어 수업 실천을 대상으로
학습자 A 의 사례를 통하여 일본어 수업 교실활동에 관한 학습자의 평가를 중심으로 학
습 동기가 낮은 일본어 학습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재고해보고자 한다.
2. 학습자A
학습자 A 는 서울 시내 4 년제 대학교 예술계 대학 조형 관련 전공인 4 학년으로 졸업
을 앞두고 있었다. 사전조사에 나타난 고등학교 때 제 2 외국어는 프랑스어였다. 현재 일
본어 레벨은 “제로”이며 계절학기 수강 동기를 “필수라서(졸업)”라고 기입했음에도 불구
하고 수강 전 공지사항 등을 공유하는 사이버캠퍼스조차 확인하지 않고 교실에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본에 “관광”한 적이 있으나 일본어는 SNS 로 접하는 정도로 지인
도 없고 일본어를 배우는 구체적인 목표도 “없다”고 답하여 학습자 A 가 일본어에 관심,
흥미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3. 실천 개요
실천 대상 수업은 2018 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교양일본어 수업 “일본어 2”이다. 학기
중에는 16 주간 주 2 회, 각 75 분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나 계절학기 수업은 주 5 일 수업
3 시간 연속으로 15 회 진행되었다.
지정교재인 뺷일본어 2뺸는 초급 학습자를 위한 강의용 교재로 4 기능의 균형적인 학
습을 통해 기초적인 일본어 운용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전체 구성은 총 10 개
의 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는 예문, 문형‧표현, 신출 단어, [활동], 회화로 구성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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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습자 구성
“일본어 2”의 수강생은 23 명이었다. 학년별로는 4 학년이 9 명(39.1%), 3 학년이 10 명
(43.4%), 2 학년이 2 명(8.6%), 1 학년이 2 명(8.6%)이었다. 총 수강생 23 명 중 재수강1)은
5 명(21.7%)이었고 소속별로는 11 대학 21 전공(학과)에 걸쳐 있었다.
또한 계절학기 개시 후 첫 날, 오리엔테이션 때 실시한 학습자 조사 결과, 고등학교
제 2 외국어 과목은 일본어가 14 명(60.8%), 프랑스어가 4 명(17.3%), 중국어가 3 명(13.0%),
기타 및 미기입이 각 1 명(4.3%)이었다. 일본어 학습정도(자가 레벨 진단)는 15 명(65.2%)
이 “하”로 평가하였고 “중”으로 평가한 사람은 6 명(26.0%)이었다.
5. 교실활동 운영
본 실천 수업은 지정교재 각 과에 “활동”이 설정되어 있어서 교수자가 별도로 교실활
동을 기획, 설계하지 않아도 교과서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하면 학습자가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문형과 문장을 익히고 일본어 표현을 구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계절학기 특성 상 시간 운영 및 학습 효율성을 고려하여 집중력이 저하되는 수업 후
반부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활동:페어 활동]과 [회화: 페어 및 개별 활동]으로 진
행하였고 학습자가 교실 안에서 자유롭게 검색, 회화, 이동이 가능하게 하였다.
6. 학습자 A의 참가 태도
학습자 A 는 계절학기 수업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 동기가 낮게 유지된 학습자였다. 학
습자 A 자신도 이 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 왜 학교에서 듣기 싫은 수업도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조각하러 온건데. 제
일에는 일본어가 필요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는데...(그래도 졸업에 필요하잖아요). 그러
니까 더 웃기죠. 아아 죄송해요. 학교가 이상한 거죠. 조각하는데 일본어로 하나요?(장차
유명해져서 일본에도 가고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통역 쓰면 되잖아요. 제가 무슨
K-POP 가수도 아니고...근데 왜 일본 가면 일본 말 잘 해야하는데요?필요 없잖아요.(아...
그래서 수업 때도 책도 안사고 그런 거에요? 하기 싫어서?필요 없어서?)계절 딱 끝나면
쓰지도 않는데요? 진짜 필요도 없고...(제가 시험에는 꼭 필요하다고, 교과서에서 다 나
온다고 했는데 마음에 걸리진 않았어요?)사실...저 학점 안주시면 학교 휴학할려고 했어
요. 넘 짜증나서요. 계속 졸업할려면 들어야한대서...1 학년 때부터...근데 다 넘 싫어서...
1) 대학 규정에 의거하여 재수강은 출석부에 명기되어 담당자에게 배포되며 획득 점수와 상관없이 A-를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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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거만 남겼는데...진짜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7. 학습자A의 교실활동 만족도
학습자 A 는 계절학기 교실활동에 관하여 [매우만족]을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뷰
에서는 “상대방에게 민폐가 되니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더불어 교실활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실 저는 일본어로 할 생각이 없는데 상대는 일본어 배우러 온거잖아요. 너무 미안
해서 계속 뒤로 간거에요. 근데 뒤로 가도 해야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지 했어요. 근
데 교수님이 한글로 막 써주고(웃음)”
“제가 쫌 낯을 가리는 편이라...인제 친해지면 잘 말하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는 잘
못해요. 근데 그걸 매일 새로...또 일본어로 하라는데...막 억지로...어렵잖아요. 잘하는 학
우들은 재밌고 좋았겠지만 전 싫었어요.”
“나중에 바뀌어서 참가할지 안할지 자유롭게 정하라고 했을 때 진짜 좋았어요. 페어도
억지로 안시키고. 뒤에는 안하고. 그때 정말...아 나 인제 민폐 아니다 했어요...그렇게 보
면 저는 활동도 “매우 만족”입니다(웃음).”
8. 결론
본고에서는 학습동기가 낮은 일본어 학습자 A 를 통하여 계절학기 일본어수업의 교실
활동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본 실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습동기를 부여하기 위
하여 다양한 방법이 시행되었고 학습자와의 대화를 통한 개선책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또한 약 4 주간에 걸쳐 거의 매일 장시간 계속되는 계절학기 수업의 특성에 맞추어 중
간고사 이후에는 학습자 의향을 반영하여 교실활동의 진행 방법 및 운영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습자 A 의 학습 태도나 교실활동 참가도에는 변함이 없었다.
9. 마치며
현재 대학교 일본어 교육현장에는 학습자 A 처럼 학습 대상(목표 언어)에 대한 관심이
나 흥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혹은 필수라서 어쩔 수 없이 교양 괴목으로
일본어를 선택하는 학습자가 늘고 있다.
수업 실천을 통하여 드러난 수업 설계와 운영 상의 문제점은 또 다른 실천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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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개선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본 실천 사례의 학습자 A 와 같은 일본어학습자는
교수자의 노력 유무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향후 일본어 학습자 개인별 니즈에 맞춘 레벨 별 학습이나 목적별 학습 등 교양 과정
을 재고하고 다양화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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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教育における日本文学のあり方
―入り口としての”ひらがな”から出口としての”春樹”まで―

鄭相哲
(極東大學校)
Ⅰ.
新入生の面々を見るといわゆるオタクが多い。ある学生は中学時代から日本のアニメ好きで、それか
ら高校生になってからは漫画に移り、今度は日本語でそれを読みたくなり、大学での専攻を日本語にし
たというわけだ。この明確さが教える側からみると喜ばしいことである。授業に挑む態度から熱意までの
流れが比例しているのは今まで教壇での経験から確実に言える。この子達に両国の政治的な事柄は
遠い星の世界程度にとどまる。
Ⅱ.
凡そ 20-30 年前とは違う映像の世代、すなわちスマホ慣れっこたちはさすがその活用から日本語の
オトに聞きなれている。しかし文字での学習はひらがなの書き順から始まる。‘動詞の活用’、‘て形’など
初級を終え中級に入るとそろそろ新聞をサイトで見始めるが無理はある。3 年次になって未熟ではある
が通訳と翻訳の練習に入る。私がよく使っている通訳の材料は NHK ニュース。自分の経験から身に
着けた様々な環境の現場でのテクニックと守るべき事、マナーなどまで触れる。出発語が日本語で到
着語が韓国語の場合は相当いける。もちろん母語である韓国語の表現の乏しさに頭をかかえる事は日
常茶飯事。また、翻訳が面白くて翻訳家になろうと決めた学生もいる。ここで私はこの世界の厳しさを
言うがなかなか折れない。私が選んだ練習材料の面白さから解読の楽しさが湧いたと思ったりして自己
満足もたまには楽しむ。
Ⅲ.
そして今度は日本文学の世界へ誘う。とにかく背景は私が加えることにして、読みやすい材料として
俵万智を。日本は天皇の誕生日が、ナショナル•デーであると話したら疑問と頷きが半々。뺷サラダ
記念日뺸 はこの子たちに当然話題に。そして戦争の話から今の日本までを話すと自然に国家主義と個
人主義の意味が伝わっていく。宇野千代に移ると彼女の男性遍歴には首をかしげるが、オンナとして
一生を生きようとした 颯爽たる生きざまには感動まで。それは今まで自分のために献身してきたオンナで
ない自分のハハの人生を透かしてやっと納得がいく。そして大庭みな子の男女関係のあり方、女性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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魅力と磨き方などまで。続いて大江健三郎に。ノーベル賞の持つ意味とおかれた環境の中で被害者
の立場で書くしかなかった 뺷ヒロシマノート뺸 のはなしまで。
Ⅳ.
今韓国が直面している核の問題に行くと学生は相当身近な話として受け止める。核の話は盛り上が
る。学生の目をグローバルな世界に導いてこそ授業は成功かな?

そして春樹は今年もらえるかな?

毎年外れるのはなぜ? それはノーベル委員会に聞いてみたら? と私はとぼけていじわるを言う。中には
春樹ファンがいて“春樹はいらない”と。この声には私も驚くばかり。さすが世界で韓国ほど春樹の固定
ファンがいる国も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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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학습교재의 실러버스 변화의 양상
- 초급학습교재의 수동태 구문 제시에 관하여 신은정
(동덕여자대학교)

1. 서언
현대사회는 오디오, 그래픽, 동영상 등을 총체적으로 통합시킨 멀티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외국어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습도구가 개발되고 있지만 목표 언어의 음성이나
어휘, 문법형식과 같은 언어규칙을 학습하는데 있어 여전히 교재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1990 년대부터 일본과의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문화가 개방되는 정치적, 사회
적 변화와 더불어 일본어 학습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일본어 교재가 출판되기 시작
했지만 90 년대는 주로 일본국내에서 개발된 교재의 한국어본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
나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모어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
인이라는 점에서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어 교재 개발은 여전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출판된 일본어학습 교재가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학습자중심 교육을 실천하고 일본어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 대응해 왔는지 알아보
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어 초급학습교재의 실러버스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중
에서도 한국인 학습자가 일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 양언어의 유사성으로 인해 오류가 발
생하기 쉽거나 유사성의 확대로 인해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항목인 수동태
구문의 제시 방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교재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분석대상 및 방법
분석대상은 2000 년~2019 년 현재까지 일본어교재 전문출판사 D 사와 S 사에서 출간된
일본어 초급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급 학습교재 4 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시기 국내
일본어교재 출판의 특성으로는 90 년대에서 2000 년대 초기까지 일본에서 개발된 교재를
그대로 들여와 한국어 설명만을 부가하여 사용하던 것과는 달리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
한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교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점이다. 그러나 2000
년대 초반에 출간된 교재들은 내용상의 큰 변화없이 부분적인 개정을 거듭하면서 2010
년대 초까지 상당히 지속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됨에 따라 표면적으로 다양한 교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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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된 듯 보여도 교재 자체의 실러버스의 변화는 뚜렷하지 않고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석대상은 크게 2000 년대~2010 년대 초반, 2010 년대 중반~현재까지로 구
분하여 그 시기의 두 출판사의 대표적인 초급일본어 학습교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실러버스 분석은 크게 대상 교재의 외형적인 구성체계를 조사하는 표면적 분석과 교
재의 내용과 과제(Task)의 구성요소를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심충적 분석으로 진행한다.
표면적 분석 및 심층적 분석의 분석항목은 Littlejohn(1998)의 교재분석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3. 표면적 분석
1) 구성체계
<표 1> 시기별 학습단원의 구성 내용
2000 년 ~2014 년

출판사

2015~ 현재

D사

단어-회화-문법-포인트회화-연습문제

S사

회화-단어-문법-연습문제

워밍업-한국어 상황제시-일본어 대화문문법설명-제시된 그림과 수동단어 활용
매칭-수동문 읽기-수동문 쓰기-한자-문화
소개
회화-문형제시-연습문제-문화소개

시기별 학습단원을 구성하는 체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2000 년대 중반까지는 수동
태 구문을 적용한 모델회화를 제시한 후 새로운 학습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간단한 예문
중심의 문법설명 부분과 연습문제를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문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제시된 일본어 수동태 예문에 대한 한국어역이 함께 제시된 경우도 있으나
일본어 수동문의 특성에 대해 그 특질을 좀 더 명확하게 한국어로 설명하거나 학습자의
인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구성체계는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2010 년대 후반에 접어들
어 출간된 교재에서는 주어진 동사의 수동태 활용연습부터 일본어 수동문의 여러가지
종류에 대한 명시적인 구분과 설명이 제시되기 시작했으며, 과거 교재 내에서 한국어
사용을 배제하려는 경향과는 달리 한국어로 일본어 수동 구문에 대해 설명하거나 수동
태가 사용되는 상황을 삽화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인지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구성체계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2) 제시 단어
<표 2> 교재의 시기별 제시 동사

시기
2000년~2014년

자동사

타동사

총계

降る・泣く・来る・行
く・怒る

踏む・ほめる・呼ぶ・汚す・壊す・叱る・
噛む・盗む・捨てる・さ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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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현재

降る・ 泣く・来る・死
ぬ・怒る

총계

10(6)

頼む・盗む・踏む・呼ぶ・待つ・いじめ
る・ほめる・する・招待する・捨てる・落
とす・しかる・裏切る・こぼす・聞く・と
どける・壊す・作る・書く・泳ぐ・招待す
る・いじめる・追いかける・噛む・読む・
弾く・聞く・言う・やめる・止める・建て
る・行う

42(34)

38

52

<표 2> 와 같이 일본어 수동태 단원에서 수동태 구문에서 사용된 동사를 살펴보면 활
용단어의 양적인 증가를 통해 최근 출판된 교재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수동태 구문의 이
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구문이 제시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하지만 전체 제시 어휘
중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성 비율은 큰 변화가 없으며 특히 자동사의 경우 降る・泣く・
来る・怒る 등 한정된 단어로만 예문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어에는 자동사
의 피동문이 존재하지 않지만 일본어의 경우 자동사의 수동문이 성립하고 있음을 고려
할 때 실러버스의 변화 속에서도 자동사 어휘의 제시에는 큰 변화가 없는 원인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4.심층적 분석
1) 문법항목의 제시 방법과 분포
2010 년대 중반까지는 수동태구문의 제시방법에 있어 일본어 수동구문을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기 보다는 일괄적으로 대표적인 예문을 제시하여 지도 교사의 부가적인
지도활동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2010 년대 중반부터는 수동구문을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을 부연하거나 예문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어와의 차이점을 좀
더 명시적으로 제시하려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2) 과제제시
2010 년대 중반까지 일본어 학습교재에서 제시된 과제는 주어진 동사를 단순하게 수동
태 활용형으로 바꾸거나 짧은 대화를 완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교사가 별도의 학
습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이상 교재학습을 통해 일본어 수동태 구문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으며 특히 초급학습용 교재의 경우 한국어의 피동문으로 교체가 가능한 동사구문을
중심으로 예문이 제시된 경우가 많아 일본어의 특질을 이해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반면 2010 년대 중반 이후 학습용 교재의 실러버스 변화의 한 특성으로 일본어와 한국
어의 유사성 외에 일본어의 특질에 좀더 학습자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양한 과
제가 제시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 S 사의 교재의 경우는 수동문의 종류를 구분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다양한 예문을 수동문으로 변환하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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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해를 심화하도록 하고 있고, D 사의 교재의 경우는 독해구문 안에서 수동문의 의
미를 찾아내거나 다시 쓰기 과제 제시를 통해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이해하였는지 점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待たれる」를 ‘기다려지다’로「死なれる」를 ‘죽임을 당하다’ 등으로 번역을
제시하는 오류를 통해 자칫 학습자가 한국어의 피동문과의 유사성에 의존하게 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
5. 결어
2000 년대~현재까지의 일본어 초급학습 교재에서의 수동태 구문의 제시 경향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과거와는 달리 일본어 특질의 일방적인 전달에서 벗어나 한국인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실러버스의 표면적, 심층적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어
의 수동태의 경우 동작을 행한 주체가 문의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을 받는 대상
에 시점의 방향을 두고 어떠한 사태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한국어의 피동문의 특질인 주어가 ‘～게 되어진다’ 라는 모어의 지속적인 영향
으로 인해 자동사의 수동문 및 간접수동문의 습득이 더딘 현상을 상급 학습자의 발화
속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자동사의 수동문 및 간접수동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앞으로 국내의 일본어 교재가 좀더 비교 대조적
인 측면에서 다양한 예문이나 연습과제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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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식민지에서 자행한 국어상용화 정책에 관한 일고찰
송숙정
(중원대학교)

1. 들어가며
열강들의 식민지 언어정책은 크게 직접 통치형 언어정책과 간접 통치형 자치주의 언
어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통치형 언어정책은 교육에 의해 이민족을 동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피식민국에 본국과 동일한 학교를 세우고, 식민 본국의 언어를
가르친다. 여기에는 피식민국의 언어나 문화는 저급한 것으로 여기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간접 통치형 자치주의 언어정책이란 피식민국에 가능한 한 많은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고, 다만 경제적인 면에서만 본국에 예속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나라에 따라서는
종족어에 의한 원주민 학교도 설립하고 식민지의 전통과 예술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한
다. 안타깝게도 일본이 조선에서 행한 식민지 언어정책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직접 통
치형 언어정책으로 우리의 언어와 문화, 전통을 말살시키는 정책이었다. 특히 1937 년 중
일전쟁 발발과 함께 1938 년 조선에서는 전시국가 총동원령이 공포되고 조선반도는 병
점기지화된다. 이로 인해 조선은 전쟁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
게 되고 조선총독부가 전쟁을 위한 인적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시행해야 할
업무는 ‘황국신민화’ 이데올로기 교육과 함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국어교육을 실시하
는 일이었다. 특히 1942 년 징병제도 실시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언어정책이 활발히 전
개되었는데 당시 위정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국어보급율’이 저조한 점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조선 민중에게 국어를 가르치고 이것을 일상어로 사용하게 하는
‘국어상용화’ 정책이 국민총력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국어상용화’ 정책은 공공기관, 학교,
가정 등 도처에서 실시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언어정책이 조선에서 실시되기 이
전 대만, 나아가 일본의 국내식민지인 오키나와와 홋카이도에서 먼저 국어상용화 정책
이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일본이 식민지에서 자행한 국어상용화 정책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
다. 국내식민지인 오키나와와 홋카이도에서의 국어상용화 정책과 국외식민지인 조선과
대만에서의 국어상용화 정책을 비교하여 유사점과 상의점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나아
가 열강의 식민지 언어정책과 일본의 국어상용화 정책을 비교하여 이러한 정책이 유독
일본만 택한 고유의 언어정책이었는지 아니면 타열강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언어정책
이었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물론 국어상용화 정책만을 가지고 일본의 식민지 언어정책 전체를 논할 수는 없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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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국어상용화 정책 실시 이후 국어보급율이 크게 상승한 것을 보면 강제성을 띤 이
정책이 지배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성공적인 정책이었음에는 틀림없다.
2. 오키나와에서의 국어상용화 정책
오키나와에서의 국어상용화 정책은 ‘방언표’료 설명할 수 있다. 곤도 겐이치로에 의하
면 오키나와에서 철저하게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서 교원들이 사용한
‘방언표’는 1900 년대 전반에 나타나 계속되어 오다 오키나와전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1972 년 복귀 전후에 소멸되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방언표’는 오키나와 방언을 말한
아동에게 건네져 목에 거는 벌칙표로 이것을 받은 아동은 오키나와 말을 말한 다른 아
동을 발견하여 그것을 건네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실상은 참혹하였다. 서로 방언표를
받지 않기 위해 학교 내에서는 일체 오키나와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방언표를 갖고
있는 아동은 자신의 방언표를 다른 아동에게 넘기기 위해 일부러 발을 밟아 무의식 중
에 토해 내는 오키나와 말을 구실로 방언표를 건네었다고 한다. 또한 방언표를 목에 건
학생을 교단 앞에 세워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동들이 자행되었다.
한편,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인 1920 년에서 1921 년 사이 국제적인 상품이었던 설탕이
대폭락해 사탕수수 생산에만 의존하고 있던 오키나와는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장기간에
거친 만성 불황에 빠졌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오키나와 사람들은 돈벌이를 위해 내
지로 객지벌이를 떠났는데 기록에 의하면 연간 2 만 명이 본토로 건너왔다고 한다. 이를
위해 일본어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져 갔고, 오키나와 사람들 스스로가 일본어를 학습하
려는 자발적인 동기가 생겨났다.
3. 홋카이도에서의 국어상용화 정책
4. 대만에서의 국어상용화 정책
대만에서의 국어상용화 정책은 1922 년 공학교의 한문을 주요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1927 년이 되어서는 한문과목을 완전히 폐지하였으며 대만어
로 대화도 금지시켰다. ‘국어는 가정으로부터’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어상용 가정을
표창하였다.
5. 조선에서의 국어상용화 정책
조선에서의 국어상용화 정책은 1942 년 국민총력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는데 당시
지방 각지의 군수들이 제출한 의견서와 답신서 등을 통해 각지에서 이루어진 국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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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정책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어상용화 가정’에는 통제 물
자의 우선적 지급, 일부 부역 면제, 집세, 초등학교 입학 선택 등에서 대우하는 등의 특
전을 부여함으로서 국어상용화를 확장시켜 나갔으며, 무엇보다 ‘국어상용화 가정’에는
문패를 제작하여 배급하고 ‘자발적으로 조선어 사용을 근절’시키고 ‘국어를 이해하는 자
보다 먼저 조선어 사용을 절대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국어상용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한편 학교에서의 국어상용화 정책은 ‘벌칙표’를 통해 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벌
칙표’란 학교 안에서 조선어를 사용한 아동에게 어떠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면 ‘국어 애용 발음을 정확히’라고 쓰여진 푯말을 목에 걸고 있게 하거나 벌칙표
라고 쓰여진 푯말을 목에 걸고 있게 하거나 벌칙표하고 쓰여진 카드를 서로 10 장씩 갖
게하여 조선어를 쓸 때마다 상대의 카드를 빼앗는 방식도 취해졌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이 성적과 상에 연관되어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는 벌칙표가 서로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작용을 하였다. 이와 같이 가정과 학교에서의 국어상용화 정책은 절대적 약자를 지배하
기 위한 야비한 방법이었음에 틀림없다.
6. 열강의 식민지 언어정책과의 비교
6.1 영국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는 방식은 간접적 통치 형태를 취하였다. 영국은 될 수 있는 한
영어를 강제하지 않고 토착어를 존중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가 장기
화됨에 따라 영어 보급정책을 펼쳐 나갔는데 인도인들은 처음에는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영국인들이 영어교육을 받은 인도인들을 고용하여 식민지 정부의 하급관리로
등용시킴으로써 영어 교육의 수요를 만들어냈다. 1837 년 당시 총독이었던 오크란드
(Auckland)는 영어를 아는 인도인에게는 종족이나 종교를 묻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였다.
1840 년에는 관리 채용 조건 중에 ‘영어 해득자’라는 규정이 첨가되었다. 또한 영어를 숙
달한 원주민에게는 중요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영국 정부의 방침도 발표되자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도 늘어났다.
한편 영국은 미얀마에서는 가능한 한 현상 그대로를 유지하려는 문맹정책을 펼쳤다.
그것은 교육적 고려 가치가 있더라도 경제적 착취를 위해 방임하려고 하였다. 인도에서
와 마찬가지로 영어를 가르쳐서 하급관리로 채용한 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목적이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영어 보급을 통하여 말레이사인을 동화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며 중
국인, 타마르인등이 그들의 모국어로 교육을 행할 경우에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영국은 아프리카인을 영국적인 인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현재와 미래의 아프리카의 문제를 영국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면서 아프리카인은 어디까
지나 경작자로서 일할 수 있을 만큼만 교육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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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공식적인 학교 교육은 새로운 엘리트 층을 형성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간
계층으로 육성하여 식민지 통치를 위한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성시킨 것에
불과하였다.
6.2 프랑스
프랑스는 본국 정부의 한 기구인 총독부나 혹은 기타 다른 관청에 의해 직접 통치하
는 직접통치의 방식을 취하였다. 프랑스는 프랑스식 교육을 받은 사람부터 일정한 자격
을 갖추면 픙랑스 시민화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행한 언어정책은 초기부터 언어 하나를 더 가르친다는 의미로
프랑스어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베트남어를 완전히 제거하고 프랑스어
로 대신한다는 것이 프랑스의 방침이었다.
또한 프랑스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행한 언어정책은 프랑스에서와 똑같은 교육과정
과 언어를 사용하여 교육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세네갈에서는 엘리트층이 생겨나게
되었고, 엘리트층에게는 인문교육을 실시하고 하층계급에게는 직업교육을 주로 실시하
였다.
6.3 네델란드
네델란드는 원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교육을 강요하거나 부과시키지 않는 우민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와 대만은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6.4 미국
미국은 자치주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미국식 민주주의 정치이념과 사회 및 교육제도로
이식하려고 하였다. 특히 필리핀에서는 미국화에 의한 문화적 지배가 큰 부분을 차지하
였다.
7. 나오며
이상에서와 같이 본고에서는 일본이 식민지에서 자행한 국어상용화 정책에 대해 살펴
보았다. 국내식민지인 오키나와와 홋카에서에서의 국어상용화 정책과 국외식민지인 조
선과 대만에서의 국어상용화 정책을 비교한 결과 첫째,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본이 행한
국어상용화 정책에는 강제성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방언표’ ‘벌칙표’등을 통해 학생들
에게 국어상용을 강제하였으며, 이것은 성적과 시상과 관련이 있어 학생들에게는 거부
할 수 없는 강압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본이 식민지에서 자행한 국어상용
화 정책은 차별화를 통해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잔혹한 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국어상용화 가정’은 여러 가지 혜택 등을 통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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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이익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비열한 제도였고 오키나와에서도 일본어가 가능한 자
만 본토에 객지벌이를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잔혹한 것이었다. 셋
째, 국어상용화 정책은 철저하게 일본의 필요에 의한 정책이었다. 전시국가 총동원령에
의해 징병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에게 국어상용화를 강요한 것은 그
들의 필요한 의한 것이었다.
한편 열강의 식민지 언어정책을 살펴본 결과 모든 나라가 일본과 같은 직접통치형 언
어정책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영국은 통치하는 나라에 따라 언어정책을 달리 하였으며,
프랑스는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언어정책을 실시하였다. 네델란드는 우민정책을, 미국은
자치주의 원칙을 내세운 언어정책을 실시하였다.
일본의 식민지 언어정책은 프랑스의 언어정책의 형태와 가장 유사하지만,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영국의 예를 살펴보면 열강들이 식민지를
지배할 때, 언어를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여 그 나라의 국민들의 생활을 좌지우지 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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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한국어 번역교육에 대한 고찰
- 번역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임형재ㆍ우메무라 마유미
(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은 1970 년대부터 학문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어 시작하
여, 지금에 이르러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문학을 근간으로 한 새로
운 연구분야로 자리를 잡고 있다.1) 특히 번역학의 특징에 따라 비교문학, 역사학, 언어
학, 철학, 기호학, 인지과학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다면적 접근
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학적 보편화된 체계를 밝히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
다.
일본은 근대화 과정을 통해 서구의 문물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
기 힘들 정도의 대량의 번역물을 생산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번역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번역에 대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경험과 역사에 비해 번역과 관련된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번역에 대한 이론적 바탕이나 전략과 의의에 관련된 연구는 많
지 않다(柳父章 外 2010: 18).2)
이러한 결과는 일본 학술계가 유럽 및 미국에서 제시된 번역이론과 실천을 연계한 실
용학문, 응용학문으로서의 번역학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 이러한 일본 학계의 번역학에 대한 학문적 수용의 자세로 인해, 일본에서는 학제적
인 학문으로서의 번역연구와 번역교육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구성하지 않았으며,3) 이러
한 입장은 번역학을 연구하고 인재를 배양하는 고등교육기관(통·번역대학원)이 활성화되
지 않은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주변국의 번역학 발전과정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1979 년에 통·번역학
을 위한 석사과정이 만들어졌고, 중국은 2007 년 국가 교육부에서 통번역 인재양성 방안
1) 번역(translation)은 문자적 ‘번역’뿐만 아니라 구어사용의 ‘통역’의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번역학’의 분야를 번역 및 통역 두 행위에 대한 이론적, 기술적, 응용적 면을 체계적이고
학제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기술함으로 본고에서는 통역교육 및 번역교육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번역교육’이라 사용하기로 한다.
2) 若林(2011:279)는 일본에서의 번역분야 연구가 구미지역과 달리 번역이론을 가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그 이유로 과거 유럽 및 미국에서 ‘학술적으로 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3)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번역학’이라는 용어보다는 ‘번역론’ 또는 영어의 ‘Translation Stduies’를 ‘TS’라
줄여 부르는데 여기에서도 일본에서의 번역학에 대한 입장을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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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역·번역 석사과정(MTI)을 전국 주요대학에 설치하였다. 이러한 한국과 중국의 번
역학에 변화와 비교해보면, 일본은 번역에 대한 경험과 역사에 비해 번역교육(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교육정책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번역학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번역학에 대한 성과를 인정하고 번역학에 대한 필요성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해결,
문화 간 소통이라는 영역 안에서 찾고 있다. 그 결과로 2015 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하여 번역서비스표준(ISO 17100)이 발효되었다. 이는 교육현장과 번역산업에 새로운
패로다임을 가져오고 있으며, 여기에는 번역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번역사에게 필
요한 능력과 필수 요건을 비롯해 번역학 학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일본 내 학자들의 변화도 태도도 감지된다. 예를 들어 影浦峡
(2014: 5)는 ISO 번역서비스표준의 도입에 맞춰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원에서의 통·번역사
양성 교육의 본질과 모습, 또 번역교육과 번역산업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할 시기가 도
래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일본어 국제화 추진을 위한 지침’에서 언어를 통한
정보교류에 있어 통역과 번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통·번역의 의의와 그 역할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을 재기하였다.4) 여기에서는 특히, 통역에 대한 중요성과 통역교육의 필요
성을 강조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에서 충실한 번역교육을 통해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된 전문통역사와 학문적 관점을 겸비한 통역이론의 연구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최근에는 몇몇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전문 통·번역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일본 내에서의 번역교
육 현황이나 그 실태가 보고되거나 연구된 결과물은 많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일본 내, 고등교육 기관의 번역교육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에서의
번역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또한 대학원과 전문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 한국어 번역교육 과정에서 교과목의 내용을 비교하여 대
학원 과정에서의 전문 번역교육이 가진 문제점을 살피는 것을 두 번째 목적으로 한다.
2. 번역교육에 대한 연구
2.1 선행연구 분석
일본 내에서 진행된 번역교육 연구는 대부분 영어를 중심으로 번역 실천에 대한 연구
와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번역교육의 의의와 목적에 관한 연구가 있다. 번역이론
4) 이 지침에서는 ‘훈련된 전문 통역자 및 학문적 관점을 겸비한 통역이론 연구자 양성’, ‘지역사회에 필
요한 정보전달 지원체제 기반 구축’, ‘기계번역 연구개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http://www.bunka.go.jp/kokugo_nihongo/sisaku/joho/joho/kakuki/22/tosin04/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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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는 유럽과 미국의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柳父章 外 2010:
343)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번역교육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기존 연구로는 長
沼美香子(2008)、永田小絵(201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를 살펴보면 長沼美香子
(2008)에서는 대학 번역교육의 실태를 각급 교육기관에서 번역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26 항목의 번역교육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는 번역수업에서 교사가 중시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번역교육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삼고 있다.
연구자는 조사에 대한 분석에서 번역교육의 문제점으로 현장 번역 교원의 모국어인
일본어에 대한 구사력 부족을 지적하였다. 모국어 능력은 목표언어 능력보다 상위에 위
치해야 함에도 외국어 능력에 편중되어 오히려 모국어 능력의 부족을 보인다는 것으로
번역교육에 있어 통·번역사의 모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지적한 흥미로운 결과이다.
번역학 및 번역교육에 관련된 일본 내 다른 연구로는 染谷泰正(2010), 菊池敦子(2019)
등이 있고 국내 연구에서는 김종희(2010)가 학부과정 한일 통·번역 수업설계에 대한 연
구가 있다.
菊池敦子(2019)는 영국과 미국, 뉴질랜드 대학원에서의 번역교육에 대한 상황과 그 실
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조군으로 일본 내 대학원에서의 영어 번역교육 상황을 검
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이 확립되지 않은 이유로
먼저 대학원 교육에서 통번역사에게 필요한 번역의 기교와 교육내용 그리고 번역 기법
에 대한 교육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유럽에서 확립된
EMT(European Master’s in Translation)의 도입이 바람직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번
역 수업에서 번역이론 교육이 중요하며, 이론적 또는 실천(실증적 근거)을 통한 연구 인
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2 번역교육과 주변 과제
정규교육 기관의 운용과 학제에 대한 편성으로만 본다면 일본보다는 한국이 번역교육
에서는 좀 더 이른 시기에 번역교육 과정을 정비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1979 년 H 대
학에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통역과 번역분야의 석사(학력인정)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이후
90 년대와 2000 년대에 들어 여러 대학에 특수대학원 형태의 통·번역대학원과 전문대학
원, 또는 통번역 관련 석·박사 과정이 설립되었다.(김종희 2010: 22) 이에 반해서 일본에
서는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보다는 사설학원과 전문학교가 전문 통·번역사 양성 기관으
로 자리를 잡았다.
武田珂代子(2014:1)는 이러한 이유에서 전문적인 번역교육과 언어능력에 관한 훈련을
고등교육 또는 학문적인 영역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인식의 변화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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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고 정리하고 있다.5) 하지만 최근 들어 전통적인 통·번역의 장이었던 국제기관이나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어 다문화 다언어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통·번역
에 대한 수요가 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통·번역사 양성의 요구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
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전통적인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이다.(武田 2013:100) 그러나 대학과 대학원에서 번역교육 전공을 도입하는 데에 따
른 문제도 적지 않아서 若林(2011), 武田(2014), 永田(2016), 菊池(2019)의 연구에서는 이
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크
게 4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사의 전문성과 고용 문제
둘째, 학습자의 목표언어 구사력
셋째, 대학원에서 번역학 또는 번역교육에 대한 의의
넷째, 전문학교 또는 사설학원과의 협력관계
위의 첫 번째 문제점은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번역학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는 과정에
서 통·번역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번역학 이론을 교수할 수 있는 교수 인력이 부족하다
는 것이다. 현재는 외국어교육이나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교수 인력이 번역이론 수업
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번역 실제를 강의할 수 있는 번역사나 통역사는 교육과 연구
를 위한 경력 또는 관련 전문 학위가 없다는 점에서 고등교육 기관 임용이 어려운 상황
이다.
두 번째 학습자의 목표언어에 대한 능력 문제는 통번역 인재 양성에서 번역교육의 대
상이 되는 학습자의 외국어 능력을 지적하는 것이다. 번역교육 대상 학습자에게 요구되
는 외국어 능력은 일반적인 외국어 능력을 넘어, 더 온전한 두 언어사용 능력으로 이러
한 인재 확보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반이 되는 이중언어 인재 양성이 뒷받침되어
야 한다는 필요성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는 번역학 과정을 통해 학위를 수여받더라도 학위가 번역과 통역 능력을 공인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에서 전문학교나 사립학원의 교육은 실천적
훈련과 기술 향상이 교육의 목표가 되며, 대학과 대학원의 교육은 관련 이론을 가르치
고 연구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대학과 대학
원의 고등교육의 번역학에 대한 교육은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내 대학과 대학원에서 통·번역 관련 수업이 점차 늘고 있지만 전문
5)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면 통·번역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번역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번역학에 대한 이해와 번역교육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고 있다. 또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고등교육 기
관에서의 번역교육은 찬반양론이 갈린다.(菊地20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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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사 양성은 여전히 전문학교나 사설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교육
기관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노하우와 확고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토양에서 고
등교육 기관이 바람직한 통·번역사 양성을 위한 번역교육을 위해서는 전문학교나 사설
학원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 문제점은 가장 근본적으로 일본에서 번역학이 하나의 독립 학문으로
서 정립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3. 일본의 번역교육 현황
3.1 외국어 번역교육 현황
일본 내 대학 기관의 번역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온라인에 교육과정과 교과
목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15 개교를 대상으로, 번역교육 개설 학과, 교육과정 목표, 목표
언어, 영역별 분포, 이수 과정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내 번역교육은 대학 또는 단기대학, 사설학원과 전문학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외형적으로는 한국과 비슷하게 보
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김종희 2010:33).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번역교육의 주요한 교육기관으로 인식되는 통·번역대
학원은 없고,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학과나 언어문화연구학과의 하위 교육과정(전공)
로 개설되어 있다. 이는 이전 시기부터 일본에서 번역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교육은 직업 번역자 육성교육이 아니라 외국어 습득을 목
적으로 한 언어교육과 훈련 과정으로 보고, 외국어교육을 위한 교육 방법으로 번역이라
는 양식을 취하고 있다. 관련 학과로 보면 커뮤니케이션, 언어, 문화, 문학관련 전공에서
함께 운용된다.
1) 번역교육 관련 과정을 개설한 대학원
2019 년도 일본 내 대학원 교육에서 살펴보면 전
체 대학원수는 599 개교(국공립 158 개교, 사립 441
개교)이며,6) 이 가운데 번역교육(전공)을 개설하거나
번역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을 설치한 대학원은 15 개
교로 전체 2%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김정희(2010) 연구에서 2009 년도
일본 내에서 통·번역교육 설치 대학원이 불과 9 개
6) https://portraits.niad.ac.jp/ (2019.04.25. 검색).
https://www.keikotomanabu.net/ (2019.04.2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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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였던 것을 감안해 보면, 최근 10 년 사이에 일본에서 통·번역교육에 대한 관심과 학문
적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 번역교육 관련 대학 학과 및 교육과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번역학을
독립된 학과로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찾기 어렵
다. 이러한 이유로 번역교육과 관련된 교육과정
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듯이 개별 학과 아
래에 있는 하위 전공 또는 프로그램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일본에서 번역교육관련 교육과정을 개설
하고 있는 학과는 커뮤니케이션학과가 7 개교(46%)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언어문화
연구학과 3 개교(20%)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문학연구학과 아래에 교육과정을 가진 대학
이 2 개교(13%), 국제학과, 경제학과, 외국어교육학과가 각 1 개교(7%)로 집계되었다.
일본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학과에 번역교육을 위한 과정 개설이 많은 이유는 통역과
번역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어활동으로 보고, 통역과 번역의 상위 개념으로 의사소
통을 정의하고 있다.(染谷 외 2013:30) 즉, 통·번역은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일부이며, 특
히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는 이문화와 이언어 간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언어의 4 가지 기능에 이은 다섯 번째 기능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를 통해 언어 사용 능
력 뿐만 아니라 언어 전반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음을 기대하기 때문이다.7)
번역교육의 교육과정 목표를 살펴보면 통·번역사 또는 통·번역 연구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는 기관이 9 개교(6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강화
4(27%), 외국어교육과 언어문화연구라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었다.
전문 통·번역사와 통·번역 연구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명시한 9 개교의 교육과정에서는 전문 번
역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주로 기
능 중심의 실천적 통·번역 연습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8) 따라서 번역학에 대한 연
구는 아직 현장 중심의 기능교육과 번역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통한 연구로 교육내용까지 구분하
7) 1990년대부터 외국어교육에서는 읽기·쓰기·듣기·말하기의 4가지 언어능력에 통·번역(translation)을 다섯
번째 기능으로 간주하고 이를 외국어 교육과정의 일부로 다루고 있다.
(https://journal.jtf.jp/eventreport/id=523)
8) 9개교 중에서 3개교가 통·번역 연구자 육성이라는 교육과정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기능 중심의 통·번
역사 양성을 1차적 목표로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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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못하고 있다.
3) TL(Target Language: 도착어)
일본 내 번역교육에서 주요한 목표언어는 다른 비 언어권 국가의 번역교육과 동일하
게 영어교육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다. 영어 번역교육의 교육과정을 가진 기관은
12 개교(55%)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뒤를 중국어 6(27%), 프랑스어 2(9%)9), 한국어와 포
르투갈어가 각각 1 개교로 나타났다.
중국어가 영어에 이어 많은 이유로서 방일 외
국인수는 무관하지 않는다. 일본정부관광극(日
本政府観光局) JNTO 에10) 따르면 2018 년도 연
간 방일 외국인 여행객수는 중국(838 만)>한국
(754 만)>대만(476 만)>홍콩(221 만)>미국(153 만)
순으로 나타난다. 이밖에도 Ethnologue(2015)나
World Economic Forum(2016)은 ‘세계 언어 중에
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는 언어’, ‘가장 힘이
가진 언어’ 등을 조사·분석하여, 영어와 중국어가 국제 공용어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
음을 설명하고 있다.11) 이러한 이유에서 영어와 중국어는 일본의 통·번역 현장에서 필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포르투갈어 번역교육을 개설 기관은 일본에서도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노
동자가 가장 많이 고용되어 있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12) 이는 교육기관이 지역사회의
인재 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개설 이유를 짐작할 수 있
다.
4) 영역별 분포
교육과정을 구어 번역과 문어 번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구어 번역에 해당하는 통역
영역은 회의통역, 지역사회통역(의료, 사법, 복지, 교육, 재해 대응) 영역이 대표적이며,
교육방법은 현장 적응을 위한 롤플레이를 통한 훈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방법론적인 교육 내용으로 순차통역 교육 후에 동시통역을 접할 수 있도록 과정을 마련
하고 있다.
9) 프랑스어는 지난 시기에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언어라고 할 수 있어, 2018년도까지는 3개교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2019년에 1개교가 교육과정을 축하였다.
10) 방일외국인여행객 통계 https://www.jnto.go.jp/jpn/statistics/data_info_listing/index.html (2019.05.18. 검색)
11) ‘What are the most spoken languages in the world?’https://www.fluentin3months.com/most-spoken-languages/
(2019.05.18. 검색)
‘These are the most powerful languages in the world’ https://www.weforum.org/agenda/2016/12/these-are-themost-powerful-languages-in-the-world/(2019.05.18 검색)
12) 愛知労働局国籍別·在留資格別外国人労働者数 https://jsite.mhlw.go.jp/aichi-roudoukyoku/(2017.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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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어번역 영역의 교육은 크게 세 가지의 교육내
용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언어·문화·커뮤니케
이션에 대한 이론과 실제 응용 그리고 외국어 학습을 목
표로 한 언어습득에 관한 이론, 둘째, 국제적인 정보 교
류하기 위한 문서작성 및 문서 번역, 셋째, 문학작품 번
역을 통한 언어·문화적 차이와 문화배경을 이해하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이수 과정
일본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번역교육과 관련된 교육과
정은 석사 또는 박사 전기 과정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보
편적이다. 조상에서도 전체 교육기관 중 12 개교(80%)에
서 석사과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13)
이는 학부과정에서 외국어교육을 수행하고 심화과정으로
서의 번역교육이라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
리고 번역교육이 가진 기능교육 영역으로서의 특징으로
인해 학문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박사과정보다는 석사
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외에 박사 또는 박사 후기 과
정을 가진 기관의 경우는 석사과정과 달리 주로 세미나 발표, 지도교수에 의한 논문지
도 및 학위논문 작성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3.2 한국어 번역교육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내에서 한국어를 목표언어로 번역교육을 과정을 개설한
대학은 일본 수도권에 위치한 J 대학원 한 곳인데 이 기관에서는 영어, 중국어를 목표언
어로 통역과 번역을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어는 번역과정만 운영하
고 있다.14) 여기에 한국어 번역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학교 2 곳을 포함해서 세 곳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함께 분석해 보고자 한다.15)
이들 교육기관의 번역교육 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간단히 살펴보면 번역이론, 번역
실제, SC(출발어 문화)·TC(도착어 문화) 관련 교과목, SL·TL 교육, 언어학 관련 교과목으
13) 일본 대학원의 학위과정의 구성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①석사 2년, ②석사 2년, 박사 3년, ③ 박사전
기 2년, 박사후기 3년으로 나뉜다. 따라서 박사전기과정은 석사과정에 해당한다(第45回 中央教育審議
会大学分科会 大学院部会).
14)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과의 전공트랙으로 2012년도부터 한국어 번역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평일과 야
간 및 토요일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15) 전문학교는 수도권에서 한국어 번역교육을 개설하고 있는 T전문학교와 S전문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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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크게 5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6)
1) 번역이론
번역이론 관련 교과목은 교육과정으로 보아 가장 기초적인 교과목으로 번역학개론, 번
역학, 통역학, 번역이론 및 방법과 같은 교과목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석 대상이 되
는 대학원과 전문학교 교육과정 모두에 개설되어 있다.
<표 1> 번역이론 실러버스 비교

교과목

J대학원

번역학개론
번역학·통역학

○

일한 번역이론 및 방법

○17)

T전문학교

S전문학교

◎

◎

교과목의 교수내용을 살펴보면 전문학교에서 가르치는 번역학개론은 통·번역의 종류와
특성, 기본이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반면에서 대학원의 경우는 전문학교
와 달리 유럽과 미국의 번역이론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일한 번역이론과 번역방법이라
는 더 좀 더 폭넓은 교육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번역이론 분야는 필수과목이
아니라 선택과목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이론’에 대한 학습은 학생 개개인의 선
택에 맡겨져 있다.
2) 번역 실제
번역 실제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모국어인 일본어와 목표언어인 한국어의 언어전환에
대한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비교적 다양한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그리고 언어전환
의 실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과목을 살펴보면 문학, 시사, 미디어, 자막 등 다양한 장르의
특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표 2> 번역 실천연습 실러버스 비교

교과목

J대학원

T전문학교

S전문학교

일한 번역 기초

◎

◎

한일 번역 기초

◎

일반 번역 연습

◎

한일 번역 연습

◎

◎

번역 실습

◎

◎

16) 한국어 번역교육에 관련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표 내 ◎는 필수과목, ○는 선택과목을 나
타낸다. 그리고 J대학교 □는 4과목 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는 선택필수과목이다.
17) 한국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습득을 목표로 일한 번역의 기초적 지식과 번역 기법의 습득을 학습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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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번역
일한 문학작품 번역

□

◎
◎

한일 문학작품 번역
일한 시사번역

□

일한 미디어 번역

□
○

영상 자막 번역

관련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번역 기초연습을 비롯한 다양한 언어전환 훈련을 통한 교
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학교의 경우는 기초-연습-실습과 같은 체계적인 수준별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대학원 교육과정에는 문학작품, 시사, 미디어 번역
등 장르 중심의 전문번역 과정을 중심으로 개설되어 있다. 또 다른 특징을 찾는다면 전
문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한일과 일한의 양방향 번역에 대한 훈련과정을 살필 수 있는
점이다.
3) SC·TC 관련 교과목
번역교육에서 이해와 전이, 표현을 위한 기초 능력이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 능력이
다. 문화와 관련된 교과내용은 일본의 학습자에게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일반 모국어 화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
게 된다.
<표 3> SC·TC 관련 교과목 실러버스 비교

교과목

J대학원

T전문학교

S전문학교

일본 역사

◎

◎

일본 지리

◎

◎
○

한일 문화 비교
일본 문화 개론

○

번역을 위한 일본 문화 개론

□

번역을 위한 일본 문학 개론

□

그러나 <표 3>을 보듯이 한국 문화와 관련된 수업은 S 전문학교만 개설되었고, 대학원
과 T 전문학교에서는 개설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교육내용이 일본문화에 대한 이
해와 해석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전문학교 개설된 일본 문화
관련 교과목을 살펴보면 일본역사와 지리 등으로 이러한 교육내용은 일본 내 ‘여행 가
이드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내용으로 교육목표가 이를 위한 기초 지식에 맞춰져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내용 즉, 자격시험 대비를 위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전문학교와 대학원과의 교육과정의 차이를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대학원에 개설된 교육과정에서는 일본문화 개론을 비롯하여 번역을 위한 일본문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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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번역을 위한 일본문학 개론 등이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목의 교육목표를 살펴
보면 일본 문화를 글로벌한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능력 배양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방향적인 문화해석 능력 배양이 목표임을 알 수 있다.
4) SL·TL 교육
번역교육에서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은 SL 과 TL 에 관한 능력이다.
모국어와 목표언어에 대한 능력은 이해와 표현 능력을 중심으로 이전 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 외국어 학습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
<표 4> SL·TL 교육 실러버스 비교

교과목

J대학원

T전문학교

S전문학교

◎

응용 일본어

◎

일본어 어휘·표현
일본어 쓰기 기법

○

한국어 연습Ⅰ·Ⅱ

○

T 전문학교와 S 전문학교는 각각 응용일본어, 일본어어휘·표현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들 교과목은 번역의 기초가 되는 일본어 어휘와 일본어 표현 능력을 양성하
기 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서는 ‘일본어 쓰기 기법’ 수업을 개
설하고 있는데, 이 역시 바른 일본어로의 번역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두 번역을 위한 언
어교육에서 일본어 중심의 편중성이 드러난다.18) 이처럼 전문학교에서는 목표언어인 한
국어교육 교과목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대학원에서는 한국어 연습Ⅰ·Ⅱ와 같
이 목표언어를 위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5) 언어 일반 교과목
번역교육은 외국어교육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이중언어 사용을 위한 교육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두 언어에 대한 대조언어학적인 관점과 언어 사용과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론적 관점, 그리고 외국어습득에 관한 응용언어학적인 관점의
지식 등을 필요로 한다. 3 개 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8) 번역 오류를 일으키는 유형으로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원문 파악의 오류이고, 둘째는 한국어
와 일본어의 구조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이고, 셋째는 일본어 자체의 잘못된 사용이다. 그리고 마지
막으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다. 그러므로 번역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일본어에 대한 균현적인 이해와 사용 능력이 필요하다.(이석규 외 200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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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언어학 관련 교과목 실러버스 비교

교과목

J대학원

T전문학교

이문화커뮤니케이션론

○

◎

제2언어습득 이론

○

언어학

○

S전문학교

대학원은 이문화 커뮤니케이션론, 제 2 언어습득 이론, 그리고 언어학 등의 수업을 개
설하여 전문학교와 비교했을 때 번역교육의 기초분야의 넓은 관점을 교육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에 비해 전문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T 전문학교에서만 이문화 커뮤니케이션론을
필수 교과목으로 개설할 뿐 다른 교과목은 찾을 수 없다. S 전문학교는 언어학과 관련된
수업은 한 과목도 개설되지 않았다.
4. 한국어 번역교육 과제 검토
번역사는 본질적으로 이문화 중계자(Intercultural

Mediator)이자 문화 소통자로서의 역

할을 부여 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 번역교육은 번역 단순하게 외국어 습득이나 번역을
위한 기능 습득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다양한 기초지식과 실제에 대한 훈련을 통해 이
문화 전달자, 문화 간 소통자로서의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稲生・染谷
2005:74) 또한 통역과 번역에 대한 연구자로서 이론적인 토대와 더불어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전문 번역사를 양
성하는 교육기관의 책무이기도 하다.19)
앞서 살펴본 J 대학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일·한 번역을 위한 교육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교육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① 번역사와 통역사를 교육하고 양성하기 우한 교사나 연구자 양성을 교육목표 한다.
② 번역 및 통역에 관련된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고, 실천 연습을 통해 그 능력을 신
장한다.
이 기관은 위와 같이 전문 통·번역사 양성과 함께 교사와 번역학 관련 연구자 양성이
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앞서 분석해 본 바와 같이 그 목표에 충분히 부합하
는 교육과정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살펴보면 교육내용과 교육목표 교과목 구
성에서 일정한 괴리감이 존재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문제점 해소 방안
으로 아래와 같이 4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9) 번역학 연구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론 연구는 번역에 관한 다양한 개념의 정의와 해석, 번
역에 관련된 과학적 설명을 위한 틀과 분류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며, 번역에 대한 실천과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설을 증명하거나 반증하여, 새로운 이론을 위한 가설을 제안하는 것을 실증
연구가 있다.(武田 2013: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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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역이론 교육을 통한 과학적 사고 능력 확보
번역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한 분야로 이에 관련된 과학적 이론을 통한
학습자의 분석 능력 양성은 필수적이다.(임종석 2010; 14) 이러한 기초 이론 중심의 교육
내용은 번역학을 접하는 학습자들에게 번역에 대한 능력과 더불어 평가 분석의 기초 소
양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등 다양한 번역이론은 번역을 공부
하는 학습자에게 많은 논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유럽을 중심(특히 전통적인 프랑스 번역이론) 번역이론은 비교적 오랫동안 객
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그 논점을 해석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이론 중 상
당부분은 유럽 언어 간(로망스어와 게르만어, 혹은 동일 어계)의 번역 문제를 기반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 이론과 기법을 그대로 한국어 또는 일본어
번역에 투영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若林 2011: 271-273)
따라서 서구의 번역 이론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일 두 언어의 번역의 논점을 해석하는
노력을 통해 해당 언어권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해간다면 학문적 의미와 더불어 현
대사회에서 초점이 되는 문화 간 소통의 과학적이고 논리적은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번역 이론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번역교육에서 기초이론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 보다는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SC·TC 의 문화 이해 및 표현 능력 확보
우메무라(2019: 162, 179)는 번역사는 자신이 속한 집단, 모국어 사회나 문화와는 다른
이질적인 문화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ST 의 이해와 TT 의 표현으로 번역이라는 행위를
수행하게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20) 이는 번역사의 번역 행위는 두 언어 사이를 넘나드
는 것을 넘어, 의뢰를 받은 ST 를 둘러싼 문화적 맥락을 해제하여 TT(target text: 도착텍
스트) 독자에게 이해 가능하도록 문화적 부호화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四方田犬彦 2005: 120)
따라서 번역사에 있어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과 해당 문화에 대한 문화적 전제를 이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번역사가 번역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이나 문화적 해제 능력이 없다면 언어 전이를 통한 번역에 한계를 가질 수 밖
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TT 독자에게 문화적인 재해석을 요구하는 자연스럽지 않는
번역물, 이해 불가능한 번역물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번역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에서는 번역사가 해당 언어에
20) Bassnett & Lefevere(1990)는 번역을 단순한 언어 기호의 전환이나 ST와 TT 사이의 일대일의 기계적인
전환이 아니라 SL와 TL의 두 문화권의 문화적, 문학 외적 기초체계, 이를테면 역사나 관습, 믿음 등의
시스템 안에서의 언어적인 텍스트의 사용라고 정의한다.(우메무라 2019: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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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개념의 역사적 배경, 한국 및 일본이 지닌 고유한 사상, 역사, 종교, 철학을 비롯
하여 문학 및 미학적 이념 등에 대한 해석 능력을 균형감이 있게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若林 2011: 279)
앞서 살펴본 교육과정에서는 일본 문화와 문학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2019 년 4 월, 개설된 J 대학의 학부 한국어(통·번역)전공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21) 이 교육과정은 대학원과 달리
‘한국 민속론(韓國民俗論)’, ‘한국의 역사(韓國の歷史)’, ‘한국문학의 세계(韓國文學の世
界)’, ‘일한 비교문화(日韓比較文化)’ 등의 다양한 목표문화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데,22) 전문 번역사를 양성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에도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3) SL·TL 중심의 언어교육 강화
언어교육 분야의 교육내용은 단순히 언어능력의 신장이 목표가 아닌 SL 과 TL 에 대
한 체계적인 언어 지식, 메타언어 능력 양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번역
사의 모국어 구사 능력과 외국어 능력은 번역 결과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두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심화과정이 필요하다.23) 즉 모국어의 기저언어능력(基底言語能
力)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TL 과 TC 에 대한 표현과 이해를 모국어에 버금가
는 수준까지 신장시키는 것이 번역교육에서 언어교육 영역의 주요한 목표가 된다.(임형
재 2016: 135)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어 번역교육에서는 모국어인 일본어에 대한 심화된 교육과 함께
목표언어인 한국어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일본 내에서의 교육과정의 문제점
으로 지적한 일본어 중심의 언어교육은 외국어 능력을 갖춘 번역자를 대상으로 한일 번
역이라는 번역의 방향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언어교육의 영역은 번역사가 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두 언어 간의 의사소통자의 역할
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두 언어에 대한 고도의 언어 구사 능력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도
록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함이 기본 목표가 된다.
여기에 번역교육에서 예비 번역자들은 ST 의 간섭을 받거나 지나치게 ST 에 집착해서
결과적으로 부자연스러운 TT 를 산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김한식 2003:
85-86) 따라서 SL 와 TL 이 심층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가라는 ‘인지적 시점(視點) 차이’
21) J대학교 학부과정, 한국어(통·번역)전공의 교육과정 참조(https://www.jiu.ac.jp/files/user/cultural/curriculum/
pdf/1420-01.pdf)
22) 모문화 관련 교육내용으로 ‘일본문화론’, ‘일본민속학’, ‘일본 역사’, ‘일본고전문학’, ‘일본 근·현대)’,
‘일본 사회와 문화’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다.
23) 성초림(2014: 362-363)은 SL(출발어: 모국어) 구사 능력이 궁극적으로 통·번역의 질을 좌우하는 기본 요
건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통번역대학원에서 통번역교육을 받은 예비 통·번역사들이 본인의 모
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회의로 심한 좌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례는 통번역교육을 담당
하는 교육기관 입장으로는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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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견할 수 있도록 언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종합적 SL·TL 강화 수업이 필요하다.
4) 전문성을 갖춘 번역교육 교수진 확보
현재 일본에서 한국어 번역을 교육하고 있는 대학 내 교수진을 살펴보면 번역교육에
필요한 이중언어교육 또는 통·번역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을 찾아보기 힘들
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교육을 위해서는 통역과 번역 현장의 전문가와 더
불어 교육, 평가, 감수 등의 연구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수자 자격 조건 등으로 인해 번역 전문가의 교육자 또는 연구자로의 진입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교수자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표 6> 교과목 담당 교수

담당 교과목
번역을 위한 일본문화
개론
번역을 위한 일본 문학
개론

교수국적

중국

연구 분야

일중 고대문화·고전
교수(문학박사)
문학 비교연구, 고대문
二松学舎대학 대학원
학(중국문학)

번역의 이론과 방법
일한 문학작품 번역

일한 시사 번역

신분

조교수(비교문화학박사, 문학박사)
筑波대학 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城西國際대학 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부산대학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한국

근·현대 일본문학
한국어교육

일본

조교수(교육학박사)
언어교육, 한국어교육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원 국어교육과 한
국어교육 전공

<표 6>을 보듯이 현재 번역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진은 번역학 학위 소유자가 아
닐 뿐만 아니라 이중언어 교육이나 통·번역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
가 많다. 그나마 관련성을 가진 교수진은 문학이나 언어교육을 전공한 교수진이다. 이러
한 문제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 번역교육을 위한 교수진도 예외가 아니다.
전문 번역교육 현장에서 드문 예로, 일본 간사이 지역에 있는 K 대학원은 직업 번역사
를 초빙하여 번역연습이나 번역실습과 같은 수업을 담당하는 사례도 있다.(菊地 2019:
105) 이는 번역사의 다양한 번역의 기법과 전략 등이 번역사 개개인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기능적인 기술 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교육을 위
해서는 현장 활동 전문가의 교육 영역에 대한 진입을 원활하게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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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는 일본 대학원에서의 번역교육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일본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번역교육의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일본에 개설된 대학원
및 전문학교에서의 한국어 번역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분석해 봄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과정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본에서 번역학은 아직도 개별 학문분야로 완전히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
지만 실용학문과 기능교육의 활성화에 편승하여 번역교육을 위한 과정이 늘고 있는 것
은 사실이다.
번역학을 독립 학문으로 인식하지 않는 학계의 분위기로 인해 현행 대학원 또는 전문
학교의 번역교육은 외국어교육의 일편으로 또는 커뮤니케이션학의 하위 분야로만 다루
어지고 있다. 그 결과 전문 번역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번역학을 다루고 통·번
역사 혹은 번역 연구자 양성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번역학에 대한 심도 있는 접
근에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번역교육은 통·번역사를 양성하든, 통·번역학 연구자 혹은 통·번역학 교수 양성하든 이
론과 실천 모든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번역에 관련되는 학문적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해당 대학원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면 전문학교는 다양한 번역실습을 통해 현장 번
역가를 양성하는 것이 전문분야가 되어야 한다.(菊地 2019: 105) 이러한 분명한 교육과
정의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번역교육을 위한 교수진 확보 등의 어려움을 해결
할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원은 전문학교의 기술을 참고로 하여, 현행 실러버스
를 재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武田(2012:111)는 대학원에서 통·번역사를 양성하는 장점을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정
리하고 있다. 첫째, 선발된 학생을 1 년에서 2 년에 걸쳐 교육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양
성할 수 있다는 것과 둘째로 대학원에서의 통·번역사 양성을 위한 국제 교육 및 수행
표준을 실천하여 외국 교육기관 간의 협조 및 정보교환이 용이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 연구와 교육이 직접 연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번역교육을 위한 시
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원이 번역교육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통·번역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점이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번역학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번역학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어, 번역학이 독립된 개별 학문으로서의 역
할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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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진미령(단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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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스페인어I과 SAT Spanish의 문항 분석비교

진미령
(단국대학교)

I. 서론
매해 두 차례의 모의고사와 한 차례의 대학수학능력시험1)에서 신뢰도, 타당도는 물론
변별도까지 갖춘 문항을 출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매번 시험의 어휘나 문
법 영역에서 전공자에게도 어려운 문항들이 빠짐없이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는 시험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난이도 문항들로 여겨진다. 하지만 때때로 해당
문항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는 너무 동떨어져 오히려 역변별을 초래하기도 한다.
평가는 학습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교과과정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3)2)은 수능 제 2 외국어 시험의 성격을 교육과정(스페인어 I)의 내용과 수준에 의거
하여 일상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평가라고 밝히고 발음∙철자(문자)의 이해 및 식별력, 어
휘의 이해 및 활용 능력, 문법의 이해 및 적용 능력, 의사소통 표현의 이해 및 활용 능
력, 문화의 이해 및 활용 능력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것을 고려한다면 다른 외국
어과목을 비롯한 스페인어 I 시험이 실제 제 기능을 하며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기출문항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초
기 시험보다 문항의 난이도는 높아졌고, 언어에 대한 단편적 기초 지식보다 실제 의사
소통에 필요한 표현들을 적용시켜야 하는 문항들로 바뀌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한된 어휘, 의사소통표현, 문법사항으로 인해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문항을 출제하
는 데에는 한계가 따르고 있고, 이것 마저도 암기를 통한 언어지식의 전달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학생들의 수준은 해가 갈수록 향상되어가고, 암기와 기출문제 훈련에 익숙해
졌다.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변별력 있는 문항을 만들어 내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실정
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시험의 성격 및 목적을 첫째,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둘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 셋째,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높은 대
입 전형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3) 이러한 면에서 한국의 수
1) 이하 ‘수능’으로 표기.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학습 방법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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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은 미국의 대학 입학사정에 반영되는 표준화된 시험 중 하나이자, 수능의 틀을 형성
하는데 영향을 준 SAT 와 그 목적을 어느 정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유사
한 목적을 가진 시험들을 살펴봄으로써 개선책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수능의 본 취지에 적합한 시험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마
련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비슷한 목적을 가진 SAT Spanish 와 수능 스페인
어 I 의 체제와 문항을 비교 분석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짚어보고 현재 스페인어 교
수∙학습 및 수능 스페인어 I 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그동안 수능 스페인어 I 과 관련하여 몇몇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주로 문항분석에 초점
을 맞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지적하는 연구였다. 조혜진(2013)은 수능 스페인
어과 문화관련 문항을 분석하고 논의했으며, 윤영순(2017)은 문화영역의 출제경향을 분
석하고 앞으로의 출제 방향 설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양승관(2014)는 발음 및 철자
문항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안한 바 있고, 이강국(2017)은 2015~2017 년의 모의고사 및
수학능력시험 내 문법영역의 문항들을 분석, 제안했다. 이외에도 심영식(2010)은 수능 출
제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문항 영역별로 논하였고, 윤영순(2014, 2011)은 합답형 유형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수능 제외문법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과 같이 수능과 유사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미국의 입시전형 요소
중 하나인 SAT 와의 비교를 통한 연구 사례들로는 박진형(2006)의 수능 프랑스어와 SAT
II French 비교 분석, 박찬욱(2011)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체제와 문항을 중심으로 연구한
‘중국어 I’과 SAT 의 ‘Chinese with Listening’ 비교, 성지혜∙허남영(2018)의 수능 독일어와
SAT 독일어 문항 비교 분석이 있다. 그런데 스페인어 I 의 경우 수능 시험과 관련한 다
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타국과의 입시 비교를 통한 수능 개선점에 대한 논의는 없
었다. 앞으로의 입시 개선을 위해 다른 교과들과 같이 스페인어 또한 이러한 비교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를 위해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SAT 의 개요를 알아본 후, 제 2 외국
어 스페인어 I 과 Spanish Subject Test 의 Spanish 를 평가 목적, 영역, 시기, 점수, 내용 및
문항들을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수능 스페인어 I 의 문제점 및 개
선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III. 수능과 SAT개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우리나라 입학제도 변천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시험으로
3) http://www.suneung.re.kr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개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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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년 등장 이후 매년 11 월 하루에 걸쳐 1 회 시행되고 있다. 수능은 기본 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고등학교 교육과
정의 내용 및 수준에 맞추어, 기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한 추리∙분석∙종합∙평가 등의 사고
력을 측정하도록 출제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고, 이외의 영역들은
영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한다. 그 체제는 다음과 같다.
<표 1> 2020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체제4)
시험 영역

문항수

배점

시험시간

국어

45

100

80

수학

가형

(택1)

나형

30

100

100분

문항 유형
5지 선다형
5지 선다형
(21),
단답식(9)
5지 선다형

출제범위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을 바탕으로 다양
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영어

45

100

70분

(듣기평가 문
항

한국사(필수)

20

50

30분

5지 선다형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

사회탐구

20

50

30분

5지 선다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9개 과목 중 최대 택 2

과학탐구

20

50

30분

5지 선다형

물리Ⅰ, 화학Ⅰ, 생명 과학Ⅰ, 지구 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 과학Ⅱ, 지구 과학Ⅱ
8개 과목 중 최대 택 2

직업탐구

20

50

30분

5지 선다형

30

50

40분

5지 선다형

영어Ⅰ, 영어Ⅱ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17개 포함)

탐구
(택1)

제2외국어/한문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기초, 인간발달, 생활서비스산업의 이해
10개 과목 중 최대 택 2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Ⅰ
9개 과목 중 택 1

SAT 는 1901 년 최초로 미국의 비영리 교육기관인 대학위원회(The College Board)5)에서
논술에 기초한 시험을 시작으로, 1926 년 본격적인 시험이 시행되었고, 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날의 SAT 로 자리잡았다. 미국대학위원회와 교육평가서비스(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ACT 와 더불어 미국 전역의 많은 대학들이 입학 평가 자
료로 사용하고 있다. 1 년에 모두 7 회에 걸쳐 시행되고 두 시험을 하루에 볼 수 있는 날
은 3 회이다. 개별적으로 보자면 SAT Reasoning Tests 는 4 회, SAT Subject Tests 는 5 회
실시된다. SAT 는 중등 교육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및 분석능력을 측정
한다. 즉, 성공적인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는 논리력시험(SAT
Reasoning Test)과 특정 과목의 학업 능력과 성취도를 묻는 과목시험(SAT Subject Test)로
구분되어 있다. 언어, 역사, 과학, 수학, 외국어 5 개 영역으로 구분되고 모두 20 과목에
4)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보도자료(2019:7) 참조.
5) 이하 미국대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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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다. 응시자는 모든 영역에 걸쳐 한 과목 이상의 과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그 체제
는 다음과 같다.
<표 2> SAT Reasoning Tests 구성6)
시험 영역

문항수

근거중심 읽기
및 쓰기

읽기(Reading)

(Evidence-Based
Reading and
Writing)

쓰기와 언어(Writing
and Language)

배점

52

시험시
간

문항 유형

내용
다양하고 폭넓은 독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문

65분
800

44

4지 선다형

어휘 및 문법적 지식

35분

58
(cal.사용

수학(Math)

불가능
20, 가능
38)

논술(Essay)

1

800

80분

24

50

4지 선다형(45),
단답형(13)

대수학, 기하학, 확률, 통계,
데이터분석,

심층독해능력, 원문에 대한
분석 능력, 영작문 능력

<표 3> SAT Subject Tests 구성7)
시험 영역
언어(English)
역사(History)
수학
(Mathematics)

과목
문학(Literature)
미국사(United States History)
세계사(World History)
수학수준 1(Mathematics Level
1)
수학수준 2(Mathematics Level
2)

문항수
약 60
90
90~90

배점
800
800
800

시험시간
60
60
60

문항 유형
5지 선다형
5지 선다형
5지 선다형

50

800

60

5지 선다형

50

800

60

5지 선다형

800

60

5지 선다형

85
75

800
800

5지 선다형
5지 선다형

85

800

60
60
60

85

800

80~90

800

85

800

약 85

800

현대 히브리어(Modern Hebrew)

85

800

60

4지 선다형

이탈리아어(Italian)
일본어 및 듣기

80~85

800

4지 선다형

80

800

60
60

80

800

70-~75
85

800
800

60
60

4지 선다형
4지 선다형

85

800

60

4지 선다형

80
생물(Biology E/M)
과학(Science)
화학(Chemistry)
물리(Physics)
중국어 및 듣기
(ChinesewithListening)
프랑스어 (French)
프랑스어 및 듣기
(FrenchwithListening)
독일어(German)
독일어 및 듣기
외국어
(Foreign
Language)

(GermanwithListening)

(JapanesewithListening)
한국어 및 듣기
(KoreanwithListening)
라틴어(Latin)
스페인어(Spanish)
스페인어 및 듣기
(SpanishwithListening)

(일반생물학60+생태
학20/분자생물학)

6) College Board, 2019-2020 The SAT; Student Guide 참고.
7) College Board, 2019-2020 The SAT Subject Test; Student Guide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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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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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 선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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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 선다형

4지 선다형
4지 선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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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수능 스페인어 I과 SAT Spanish
수능 스페인어와 SAT Spanish 을 비교하기에 앞서 두 시험이 한국과 미국이라는 전혀
다른 국가적, 교육적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언어가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
시 매우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수능에서 영어의 위상은 제 1 외국어로 2019 학년
도 기준 응시생 전체의 99.4%가 응시했으나, 제 2 외국어/한문 영역은 선택비율이 12.6%
에 머물렀다. 그 중 스페인어를 선택한 응시자 비율은 더욱 미미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스페인어는 제 1 외국어로, SAT Subject 에서 언어(문학), 역사, 수학(Level 1,2), 과학, 그리
고 다수의 외국어들과 동등한 위치의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스페인어와 듣
기를 포함한 스페인어 등 두개의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기도 하다. 이처럼 각각의 시험
에서 스페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상이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두 시험 모두 대입
을 위한 수학능력을 평가한다는 큰 틀로 보아 분명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두
시험의 구성과 문항을 비교하는 것은 앞으로의 교과교육과 수능 문항의 방향에 개선점
을 제안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1. 평가 목적
2. 평가 형식
3. 평가 영역
4. 출제 범위
5. 평가 시기
6. 영역별 문항 분석
6.1 수능 스페인어
6.2 SAT Spanish
V. 분석 결과 및 시사점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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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N1+P+N1]구조의 학습

곽재용
(육군사관학교)

I. 들어가는 말
RAE(Real Academia Española)(2010: 571)는 [N1+tras+N1]의 구조를 통해 시간선상에서
어떠한 것의 반복이 표현된다고 기술하고 두 예문 ‘Gekrepten le ganaba vuelta tras vuelta
a Oliveira’, ‘No le estaba permitido liberarse del buey que la pisoteaba, que la poseía
noche tras noche en la cama sin entenderla’을 제시한다. RAE(2010)의 이러한 설명은 전
치사 ‘tras’가 갖는 주요 어휘-의미적 특성인 시공간에 있어서의 관찰자기준의 위치
(localización orientada respecto del observador)에 입각한 표현이 아니라 [N1+tras+N1] 구조
만이 갖는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용법을 기술하는 것이다.
일찍이 Kany(1976[1951]: 400)는 일반적으로 ‘día por día’ 또는 ‘día tras día’가 사용되
지만 라틴아메리카 스페인어는 ‘día a día’처럼 전치사 a 가 동반되는 구조가 널리 발견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RAE(2018)의 사전에는 ‘día tras día’는 수록되지 않고 오히려
‘día a día’가 수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RAE(2018)사전에는 ‘día por día’와 같은
표현에 대한 설명은 ‘día a día’와 동의의 표현으로 기술하고 ‘día en día’와 같은 표현의
경우는 “loc. adv. desus. día a día.”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RAE 의 설명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día por día’ 또는 ‘día tras día’가 아니라 ‘día a día’임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RAE(2018)의 기술 내용을 고려해 보면 각 표현의 사용 빈도는 그 차이가 존
재하지만 ‘día tras día’, ‘día a día’, ‘día por día’, ‘día en día’는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갖
는 것으로 기술하는 것을 볼 때 이들 구조에서 사용되는 각 전치사들은 자신들이 갖는
어휘-의미적 특성과는 무관하게 동일 명사의 반복을 허용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간의 부사구로 작용하면서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는 [N1+P+N1] 구조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전치사의 교호에 대해 학습자들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것이 효
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N1+P+N1]구조의 일반적 특성
RAE(2009: 2275, 2010: 571)는 시간선상에서 어떠한 것의 반복을 표현하는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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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tras+N1]를 언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RAE(2009: 2275)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한다.
(1) a. Gekrepten le ganaba vuelta tras vuelta a Oliveira.

(Cortázar, Rayuela)

b. Queta estaba haciendo tomar al gringo de lo lindo: whisky tras whisky para él y
para ella copitas de vermouth.

(Vargas Llosa, Conversación)

c. Noche tras noche la disfruté.

(Torres, Malena)

d. Desde el director hasta el último de los profesores nos traen de un ala, todo el día,
todos los meses, año trasaño.

(Monteforte, Desencontrados).
RAE(2009: 2275)

Laca(1999: 920-921)에 따르면 위 (1)과 같은 예문들이 보여주는 두드러지는 특성으로는
반복되는 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관사의 출현이 없다는 점이며 이는 비단 (1)의 예문들에
나타나는 전치사 tras 만이 아니라 Laca 본인이 제시하는 puerta en puerta, casa por casa,
día tras día, año a año 와 같은 예문들에서도 보듯이 전치사 en, por, tras, a 가 참여하는
[N1+P+N1] 구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실제로 각 지역에 따라 사용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령 día a día, día tras día, día en día, día por día 는 모두 동일한 의미
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예문들에서 보듯이 심지어 전치사 con 도 사용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 a. Te olviaríé día con día.1)
b. Día con día crece el campo de la investigación enfocada a las enfermedades
demenciales.2)
c. Sabemos que día con día el mundo marcha muy mal ynos falta todavía la cruenta
guerra mundial.3)
Náñez Fernández(2001: 121)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año a año’가 일상적이지만
스페인에서는 ‘año tras año’나 ‘año por año’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표현이며 경우
에 따라 ‘Como es habitual en la mecánica de este premio (el Cervantes), numerosas
instituciones culturales del ámbito de nuestra lengua proponen, año con año, a los autores
que consideran merecedores del premio. (ABC, 1-11-1991, p.51)’와 같이 전치사 con 이 사용
되는 경우도 발견된다고 하였다.
1) <예문출처: Los Daniel의 2018년 발매앨범 Universo Paraiso에 수록된 곡 ‘Día con día’의 노랫말 일부.
2) <예문출처: Nancy L. Mace, Peter V. Rabins(2006), Cuando el día tiene 36 horas: una guía para cuidar a
enfermos con Alzheimer, pérdida de memoria y demencia senil, Editorial Pax México, p. 325>
3) <예문출처: J. Asención Aguilar Galván, Guillermo Velázquez(2000), Poeta con destino, UASLP,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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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E(2009: 2378)는 [N1+P+N1] 구조를 사용하는 표현이 관용어구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그 이유로 casa por casa, página por página, árbol por árbol 등과 같은
표현들은 일일이 사전에 수록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표현들은 규칙을 통해 어휘화되어
어휘목록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punto por punto, cuerpo a cuerpo, mano a
mano, mano sobre mano, codo con codo, paso a paso, hombro con hombro 등의 표현이 가
능한 것으로 기술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N1+P+N1]구조에 등장하는 명사의 특성에 대
해 주목하고자 한다. Laca(1999)와 RAE(2009: 2378)는 [N1+P+N1]구조의 외현적 특성에
대해 기술하지만 RAE(2010: 571)에서는 시간과 관련된 단위나 척도의 의미와 관련된 명
사가 등장한다는 의미적인 관점의 기술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RAE(2009:
2378)가 제시하는 mano sobre mano 에서 명사 mano 는 시간관 관련된 의미의 명사가 아
니므로 시간선상에서 어떠한 사건이나 행위의 반복을 나타내지 않는다.
다음 예문을 보자.
(3) a. Están todo el día mano sobre mano.
b. Están todo el día una mano sobre (la) otra.
(4) a. Lo veía crecer {día tras día/un día tras otra}.
b. Su salud se iba debilitando {invierno tras invierno/uninvierno tras otro}.
Pavón Lucero(1999: 620-621)
Pavón Lucero(1999: 620)는 (3a)에서 mano sobre mano 는 양태의 부사구로 “sin hacer
nada”의 의미를 가지며 분배적 의미의 형용사나 대명사를 사용하는 (3b)의 경우는 의미
가 바뀌는 효과를 유발하지만, 시간의 단위나 척도를 의미하는 명사가 사용되는 día tras
día, hora tras hora, invierno tras invierno, año tras año 등은 (4a,b)의 예문에서 보듯이 동
일 명사의 반복구조나 분배적 의미를 갖는 대명사의 사용에 있어서 의미의 차이를 유발
하지 않는다고 기술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시간의 의미를 갖는 단위나 척도의 의미를 갖는 명사
가 [N1+P+N1]구조를 형성하는 경우 갖는 의미는 반복의 의미를 드러내며 분배적 의미
를 갖는 형용사나 대명사를 통해서도 표현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간의 의미를 갖는 단위나 척도의 명사가 사용되는 [N1+P+N1]구조가 가지는 특성에
대해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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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시간의 척도나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의 반복출현이 이루어지는 [N1+P+N1]구조에
대한 접근
앞 II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Kany(1976[1951] : 400)는 스페인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día por día’ 또는 ‘día tras día’가 라틴아메리카에서 ‘día a día’로도 사용이 되는 경
우가 발견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uno a uno, poco a poco, gota a goat 와 같은 표현
에 기초한 구조적 유추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Kany 는 Aldao(1913: 86)가 ‘día
a día’를 아르헨티나의 지역적 용례로 평가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데 왜냐
하면 라틴아메리카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례로 판단되기 때문으로 풀이한
다.
RAE(2018)에서 소개하는 다음 내용을 보자.
(5) a. de cada día
loc. adv. desus. de día en día.
b. de día a día
loc. adv. de un día a otro.
c. de día en día
loc. adv. Continuamente y con incremento o repetición. Los precios aumentan de día
en día.
d. de un día a otro, o de un día para otro
locs. advs. En muy poco tiempo o de manera inminente. Quiere que realice su
encargo de un día para otro.
e. día a día
loc. sust. Vida cotidiana. Lo más penoso es llevar el día a día.
loc. adv. De manera continuada y progresiva o reiterada. Su salud va mejorando día
a día.
f. día en día
loc. adv. desus. día a día.
g. día por día
loc. adv. día a día.
RAE(2018)의 사전에는 ‘día tras día’는 수록되지 않고 오히려 (5e) ‘día a día’가 수록되
어 있는 것을 보면 Kany 의 언급처럼 이 표현이 라틴아메리카 스페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으로 인해 RAE(2018)의 사전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오히
려 ‘día tras día’가 스페인 지역에서 드러나는 특성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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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즉 RAE 의 사전에서 조차도 (5g) ‘día por día’를 (5e)의 ‘día a día’와 동의의
표현으로 기술한다는 점, 그리고 (5f) ‘día en día’도 (5e)와 동일한 의미의 표현으로 기술
하는 점은 ‘día a día’가 매우 일반화된 표현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RAE(2018)가 ‘de cada día’를 ‘de día en día’로 기술하면서 ‘de día a día’와 구분
하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측면을 가진다. 왜냐하면 Kany(1976[1951]: 400)는 ‘de día en
día’가 비록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de día a día’도 가능한 용법으로 기술하
지만 RAE(2018)는 (5b)의 ‘de día a día’와 (5c)의 de día en día’가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기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López & Mellado(2018: 581)는 [de X en X]의 변
이형으로 [de X a X]구조가 자주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시간의 의미를 갖는 명사의 조
합이 동사가 의미하는 행동의 연속적 반복을 표현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de X en X]구
조와 [de X a X]구조 두 가지 모두 [de UN X para (EL) OTRO]의 의미와 유사한 의미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6) a. En la farmacia que compré las cosas faltaban muchos de los productos que
recomendáis aquí. ¿Sabéis si puedo encargárselo de semana en semana?
b. Las contrataciones se hacen de año a año, lo que quiere decir que los contratos del
verano próximo están hechos hace meses.
López & Mellado(2018: 581)
즉 Kany(1951)가 ‘de día a día’와 ‘de día en día’가 의미적으로 비이질적인 성격을 가
진다고 언급하는 것은 RAE(2018)가 제시하는 (5b,d)가 갖는 의미적 유사성이 구조적 유
추가 적용됨을 언급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와 관련된 간접적 증거는 다음과
같은 빈도부사의 특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7) a. 고빈도 부사(advervios de frecuenia elevada)
: asiduamente, habitualmente, a menudo, constantemente
b. 저빈도부사(advervios de frecuenia baja)
: apenas, excepcionalmente, esporádicamente, raramente, rara vez, ocasionalmente, de
vez en cuando (변이형: de cuando en cuando, de cuando en vez, 안데스 지역은
cada vez y cuando)
c. 비구체적 빈도부사(adverbios de frecuencia imprecisa)
: a menudo, excepcionalmente, frecuentemente, habitualmente,
d. 구체적 빈도의 부사(adverbios de frecuencia precisa)
: a diario, anualmente, bienalmente, bimestralmente, cotidianamente, diariamente,
mensualmente, semanalm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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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g)의 표현들은 (7d)의 구체적인 빈도 부사에 해당한다. 실제로 [N1+P+N1]구조에 사
용되는 명사가 시간의 단위나 척도의 의미를 갖는 명사가 사용되어 반복을 나타내는 것
은 이 구조에 사용되는 해당 명사가 반복의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때문이다. 그
런데 이러한 구체적 주기의 빈도부사의 특성을 갖는 (5c)와 교호를 이룰 수 있는 (5b,d)
는 의미적 특성과 더불어 구조적으로 그 유추적 적용이 저빈도 부사인 (7b)와 같은 구조
에도 이루어짐을 관찰할 수 있다.
(8) a. Por este motivo Mateo subía de vez a cuando para revisar que no tuviera perdidas
o roturas.4)
b. De vez a cuando transmiten información valiosa, telenovelas imaginativas, deportes
emocionantes, programas satíricos.5)
c. Sólo la lejanía de las grandes ciudades hace que esta “familia” pierda de vez a
cuando a una parte de los profesores que recalan en Baíñas, ya que ...6)
즉 [de N1 en N1]와 [de N1 a N1]의 각 구조에서 사용되는 두 전치사 de 와 en/a 는
각각 자신의 어휘 의미적 특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반복의 의미를 갖는 상호관계 전치
사구에 참여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이므로 그 유사성으로 인해 구조적 유추가 적용됨을
알 수 있다. (7b)에서 소개하는 변이형인 ‘de cuando en cuando’와 같은 경우는 ‘de vez
en vez’와 같은 변이형도 허용하는 그 유추의 적용 기준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9) Muy de vez en vez
Y muy de cuando en cuando
Saco los ladrillos que he estado randando:
Son de la rancia escuela7)
한편 앞서 우리는 본 연구가 주제로 삼는 [N1+P+N1]구조가 분배적 의미를 갖는 형용
사나 대명사와의 호환성이 존재함을 (4a,b)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는 RAE(2010)이 언급
하는 다음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
Los adverbios de frecuencia precisa o determinada, también llamados de periodicidad, como
a diario, anualmente, bienalmente, bimestralmente, cotidianamente, diariamente, mensualmente,
4) <예문출처: Antonio José Ruiz Millán, Davide Ortu(2012), El Juego de "Máximus", Lulu.com, p.12>
5) <예문출처: https://www.uv.mx/corre/No26/mase%C3%B1as/index3.html>
6) <예문출처: https://www.elcorreogallego.es/tema-del-dia/ecg/un-ambiente-familiar-ceip-bainas/idEdicion-2011-0913/idNoticia-699946/>
7) 아티스트 Marea가 2019년 발매한 앨범 El azoque에 수록된 곡 “Un hierro si domar”가사 일부
- 309 -

2019 한국외국어교육학회(KAFLE) 국내학술대회

semanalmente, expresan léxicamente el número de veces que se repite un suceso. Al igual
que los adjetivos de relación de los que se derivan (diario, mensual, semanal), procedentes a
su vez, de sustantivos temporales (día, mes, semana), reciben interpretación distributiva ...
RAE(2010: 586)
여기서 우리는 반복의 의미를 갖는 표현을 위한 구조는 하나의 전치사만을 사용하는
[N1+P+N1]구조가 유일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5c)와 (5e-g)의 비교에서 보듯이 두
개의 전치사를 사용하는 상호관계 전치사구의 경우에도 유추 작용이 이루어짐을 (6)-(8)
을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N1+tras+N1]구조와 [de+N1+a+N1]구조에서는 분배적 해석을
갖는 형용사나 대명사의 사용에 대한 호환성이 있지만(cf. (5b,d)) [de+N1+en+N1]구조에
서는 그러한 호환성을 기대할 수 없다.
(10) a. Las expectativas aumentaban de día en día.
b. *Las expectativas aumentaban de una hora en otra.
c. ??Las Olimpiadas se celebraron de año bisiesto en año bisiesto.
Pavón Lucero(1999: 620)
Pavón Lucero(1999: 620)는 [de+N1+en+N1]구조는 (10c)에서 보듯이 수식어구가 존재하
면 문법성이 떨어지는 점, 그리고 (10b)와 같이 분배적 형용사나 대명사가 사용되는 경
우 (10a)의 [de+N1+en+N1]구조와 의미적 등가성을 유지할 수 없는 사실은 이 구조에 나
타나는 명사가 명사구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았으며 앞에서 살펴본 (4a)의 경우
는 {día tras día/un día tras otra}의 호환이 가능하지만 {día a día/*un día a otro}가 불가능
한 이유 역시 이 구조에 나타나는 명사가 명사구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로 보았다.
본 연구는 [N1+tras+N1]과 [de N1 a N1]은 구조적으로 분배적 해석을 갖는 형용사와
대명사가 명사의 반복을 피할 수 있는 인허기제의 구성 조건으로 이 구조에 참여하는
명사가 명사구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이며 [de N1 en N1]에서는 이 구조에 참여하는 명
사가 명사구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특성으로 인해 앞에서 언급한 두 구조와 통사적 차
이가 있음을 직시하고 [N1+tras+N1]구조는 Beck & von Stechow(2007)의 견해에 입각하여
[de N1 a N1]과 [N1 tras N1]은 등위구조를 갖는 경로의 상호관계전치사구에 나타나는
동일어휘의 반복으로 분석하고 [de N1 en N1]은 [de N1 a N1]의 구조적 유추로 이루어
진 구조로 접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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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고빈도 복합전치사의 기능확대 양상과 교수법에의 응용
김경희
(한국외국어대학교)

1. 스페인어 복합전치사
복합전치사는 delante de 나 a finales de 처럼 여러 단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전치사로 사
용되는 것으로 스페인어 문법용어로는 locusiones prepositivas 라고 불리우는 구조들이다.
RAE(2009)에서는 이들을 전치사의 하위범주로 분류하지만 구체적인 명세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형태적으로 delante de, antes de, cerca de 등과 같이 “어휘소(N/Adj./Adv./V)) + 전치사
(P)”인 유형과 a base de, de espaldas a, a la sombre de 등과 같이 “전치사(P) + (관사(D))
+ 명사(N) + 전치사(P)”인 유형이 구분된다. Ueda(1990)와 Koike(1997), Cifuentes(2003)가
제시한 복합전치사의 목록을 통합하면 총 695 개에 이른다.
의미적으로는 Klégr(1997)의 영어 복합전치사 의미 분류를 참고하여 김경희(2019, 24-5)
에서 장소, 시간, 이유/원인, 목적/목표, 준거, 방법, 기타의 7 가지 의미영역으로 제시하
고 있다. 하지만 사용빈도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분류로 제한계를 보인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100 개의 고빈도 복합전치사를 선별하여 그 의미영역을 구분해
보고자하며, 이를 스페인어 교수법에 응용 및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고빈도 복합전치사
복합전치사의 빈도수 조사는 김경희(2019)에서 사용한 695 개의 대상으로 CREA 와 구
글 엔그램뷰어(Google Ngram Viewer)로 조사하였으며,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기본교재들
과 DELE 샘플문제에 출현하는 빈도를 조사하였다. 여러 자료들에서 확인되는 빈도수가
상이하여 공통적으로 고빈도를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100 개를 선별하였다.
고빈도 복합전치사의 가장 두드러진 개념 영역은 ‘준거’로 기준점과의 다양한 관계를
표현하는데, ‘일치/불일치’, ‘연관성’, ‘원인/이유’, ‘목적/목표’, ‘조건’, ‘양보’라는 여섯 가
지 하위영역이 구분된다. 총 43 개에 해당하며 각각의 하위개념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1)과 같다.
(1) 준거 복합전치사(43 개)
a. 일치/불일치(15 개): conforme a ~에 따라, en base a ~에 근거해, a base de ~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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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해, en función de ~로, al igual que ~와 같이, en términos de ~로서, en virtud
de ~에 따라, a nivel de ~ 수준으로, a la altura de ~ 수준으로, en nombre de ~의
이름으로, con el nombre de ~의 이름으로, de acuerdo con ~에 따라, de acuerdo a
~에 따라, en contra de ~와 반대로, a diferencia de ~와 달리
b. 연관성(8 개): respecto a ~에 대해, acerca de ~대해, en relación con ~에 관련하여,
en cuanto a ~에 대해, en materia de ~에 대해, con respecto a ~에 대해, en
relación a ~에 대해, con relación a ~에 대해
c. 원인/이유(6 개): debido a ~때문에, gracias a ~ 덕분에, a causa de ~로 인해, a la
luz de ~감안하여, con motivo de ~ 동기로, en la necesidad de ~의 필요로, por
falta de ~의 부족으로
d. 목적/목표(9 개): a favor de ~을 위해, al servicio de ~을 위해, en favor de ~을 위
해, a fin de ~하려고, con el fin de ~하려고, en busca de ~을 찾아, con el
propósito de ~할 목적으로, en beneficio de ~을 위해, en defensa de ~을 옹호하여
e. 조건(3 개): en el caso de ~할 경우에, en caso de ~할 경우에, a cargo de ~의
부담으로
f. 양보(2 개): a pesar de ~일지라도, pese a ~일지라도
두 번째로 많이 관찰되는 것은 공간 전치사로 29 개가 해당되며, ‘위치’, ‘거리’, ‘방향’
의 개념 영역을 표현한다.
(2) 공간 복합전치사
a. 위치: a raíz de ∼ 가까이, al final de ∼의 끝에, al frente de ∼의 정면에, al
lado de ∼ 옆에, al margen de ~의 가장자리에, al pie de ∼ 아래에, alrededor de
∼ 주변에, antes de ∼ 전에, debajo de ∼ 아래에, delante de ∼ 앞에, dentro de
∼ 안에, después de ∼ 이후에, detrás de ∼ 뒤에, en el centro de ∼ 중앙에, en
el interior de ∼의 내부에, en medio de ∼의 가운데에, encima de ∼ 위에, frente
a ∼ 맞은편에, fuera de ∼의 밖에, por debajo de ∼ 밑으로
b. 거리: a lo largo de ∼ 따라, al alcance de ∼ 이내에, cerca de ∼ 근처에, en
torno a ∼ 부근에, junto a ∼ 곁에, lejos de ∼ 멀리
c. 방향: a partir de ∼로부터, camino a ∼을 향해’, rumbo a ~을 향해
세 번째 개념 영역은 ‘방법’으로 18 개가 이에 해당하며, ‘방식’, ‘수단’, ‘동반’, ‘첨가’,
‘대체’로 하위구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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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법 복합전치사(18 개)
a. 방식(6 개): a modo de ~로, en manos de ~의 수중에, en forma de ~의 형식으로,
por parte de ~에 의해, en comparación con ~와 비교하여, de parte de ~로서
b. 수단(2 개): a través de ~을 통해, por medio de ~을 통해
c. 동반(3 개): junto con ~와 함께, en contacto con ~와 접촉하여, en compañía de ~
와 함께
d. 첨가(3 개): a más de ~ 이외에, además de ~ 이외에, aparte de ~ 이외에
e. 대체(4 개): en lugar de ~ 대신에, en vez de ~ 대신에, a cambio de ~ 대신에, a
costa de ~의 비용으로
네 번째 개념 영역은 ‘시간’으로 8 개가 이에 해당하며, 정확한 시간이나 순간을 나타
내는 표현과 초반, 중반, 후반의 대략적 시간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양분된다.
(4) 시간 복합전치사(8 개)
a. 시간(4 개): a la hora de ~할 시간에, en el momento de ~할 순간에, a punto de ~
할 참에, al cabo de ~ 이후에
b. 시간대(4 개): a principios de ~의 초에, a mediados de ~의 중순에, a finales de ~
의 말에, a fines de ~의 말에
요약하면, 고빈도 복합전치사는 준거 > 공간 > 방법 > 시간의 개념영역 순으로 주로
사용된다.
3. 복합전치사의 기능확대 양상
기능확대(extensión)는 Heine and Kuteva(2002)가 문법화(gramaticalización)의 세부과정 중
하나로 분석한 것으로 특정 문맥에서만 사용되던 형태가 다양한 문맥으로 사용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일컫는다. Codita(2016)는 al final de 가 (5a)에서와 같이 공간영역에 쓰이
다가 (5b)에서처럼 시간영역으로 기능이 확대되었으며, 더 나아가 (5c)에서처럼 추상의
영역으로 기능확대 되었다고 분석한다.
(5) a. Estamos al final del camino.
b. Estamos al final de la tarde.
c. Estamos al final de nuestros esfuerzos.

(Codita 2016: 53)

한편, Heine et al.(1991: 55)은 한 영역에서 쓰이던 개념을 유사성을 기반으로 다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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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확장하는 은유(metáfora) 메커니즘은 범주적 위계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가
주장한 위계적 순서는 ‘사람 > 동물 > 식물 > 사물 > 활동 > 공간 > 시간 > 질’로 왼쪽
에서 오른쪽으로만 확장된다고 주장한다. 즉, 사람의 범주에서 동물의 범주로 의미 확장
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서도 ‘공간 > 시간
> 질’의 영역으로의 확장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러한 확장이 보편적인 현상임이 추론된
다.
그래서 공간 복합전치사가 시간영역에 쓰이고 더 나아가 추상영역에서도 쓰이는 현상
은 여러 형태들에서 관찰된다. después de 의 경우에는 공간과 시간, 추상적 문맥에서 쓰
일 뿐만 아니라 양보적 의미로 주관화됨도 관찰된다. (6a)에서는 공간상에서의 선행하는
것과 후행하는 것을 구분하는 반면, (6b)에서는 시간상에서 이들을 구분한다. (6c)는 추
상적 기준인 신뢰도의 측면에서 더 신뢰도가 높은 사람과 그보다는 낮은 사람을 구분한
다. (6d)는 선행행위가 통상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후행행위와 대립되는 양보적 상황을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애써서 높은 지위에 오르면 사임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사임하
는 행위가 후행함으로써 기대에 대한 실망이 함축적으로 해석된다.
(6) a. Yendo en esa dirección, después del parque hay un hotel.
b. Los minutos después del atentado fueron de gran confusión.
c. Después de mi hermano, tú eres en quien más confío.
d. ¡Mira que dimitir!, ¡después de lo que le había costado llegar hasta allí!
(RAE 2008, 489)
이렇게 복합전치사가 공간문맥에서 시간문맥으로 확장되고 다시 시간문맥에서 추상문
맥으로 확장되는 것은 보편적 인지메커니즘에 기반한 것으로 위계적 범주확대와 기능확
대 이론으로 설명된다.
4. 교수법에의 응용을 위한 제언
전치사의 용법을 개별적으로 설명하면 다양하고 복잡한 수많은 용법들 간의 상관관계
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보편적 인지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용법들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
하면 학습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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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중국어 작문 속 어색한 문장(awkward sentence) 고찰
윤유정
(경기대학교)

1. 들어가는 말
글에 나타나는 오류는 표기, 통사, 의미, 텍스트, 맥락의 여러 층위에 걸쳐 있으며 이
러한 오류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문장이다. 이 중 어떤 문장들은 오류의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통사적으로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적절하거나 어색하고 의미가 불명확하여 작자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문장들이
있다. 이러한 문장들은 가독성을 떨어뜨려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한다. 본고는 이
와 같은 문장을 ‘어색한 문장(awkward sentence)’이라고 명명하고,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한국인이 작성한 중국어 작문 중 어휘, 어법상의 오류는 없으나
가독성에 지장을 주는 ‘어색한 문장’ 연구대상으로 삼아 그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빈
도 및 그 특성에 대해 분석하며, 문장을 어색하게 만드는 원인에 대해 고찰해 보는 데에
있다.
2. 어색한 문장의 개념 및 오류 정의
글을 구성하는 개별 문장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글이 될 수 없지
만, 하나의 글이 정확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글이 되는 것은 아
니다. 실제로 어떤 문장은 통사규칙이 불완전한데도 한 편의 글 안에서 적절하게 의미
를 전달하기도 하고, 반대로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정확한 문장인데도 의미가 명확하
게 전달되지 않거나 글의 맥락 상 부적절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 제시하
는 ‘어색한 문장’은 北京語言大學의 BCC 語料庫 중 HSK 에 수록된 구 HSK 고등시험 작
문답안지에 {CP……P}로 표시된 문장들이다. {CP}란 텍스트 오류를 표시하는 데에 사용
된 표기 텍스트 오류 표기(篇章錯誤標記)이다. CP 는 텍스트 오류의 시작점을 표시하고,
P 는 종점을 표시한다. ‘텍스트 오류’란 주로 문장과 문장 사이 응집성의 오류를 말한다.
가장 전형적인 상황은 각 단문은 정확하지만 전체 글로서 보자면 문장 사이에 연계가
되지 않아 긴밀하고 자연스러우며 소통이 원활한 문단 표현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이
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은 의미나 응결 측면에 있을 수 있다. {CP……P}로 표시
된 텍스트 오류문을 예로 다음과 같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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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P 我们经过了漫长的历史，一些没有用的人死於历史中，挨饿其实是可以克服的。P}
(2) {CP 吸煙对孩子们有不好的影响，这一观念他会不会知道呢？所以我早就不理他了。P}
(3) {CP 目前，随着人们生活水平的提高，人们对饮食品很重视。用未经污染的农产品加工
的食品就叫做“绿色食品”。P}
(4) {CP 我以前看报纸的时候，有一篇关於农药的文章。他说，一般的食品，比如说，米，
蔬菜、水果等东西，好好兒洗一下就行了，不用擔心。P}
위 예(1)은 앞뒤 문장이 의미상 연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오류이다. 예(2)는 문장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사용했
기 때문에 생긴 오류이다. 예(3)은 앞뒤 문장 사이에 경과문(過渡句)이 결핍되었기 때문
에 생긴 오류이다. 예(4)는 ‘他’가 지칭하는 것이 불명확하여 두 문장 사이에 연계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오류이다.
3. 어색한 문장의 분석 절차
본고에서 분석한 언어자료는 北京語言大學의 BCC 語料庫 중 구 HSK 의 고등 작문시험
답안지를 수록한 ‘HSK’에서 추출한 것이다. 본 언어코퍼스에는 한국인 응시생의 작문
답안지가 총 4171 편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작문 점수가 80 점 이상인 것은 422 편이다.
작문 점수를 80 점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어느 정도 텍스트성이 보장된 글 속에서 어색
한 문장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작문 점수가 80 점 이상인 것에는 고등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체로 중‧고급 중국어 수준을 가진 한국
인의 중국어 작문 속 어색한 문장에 대해 분석한다고 할 수 있다. 작문 점수가 80 점 이
상인 작문답안지 422 편 중 텍스트 오류 {CP……P}가 표시된 것은 총 62 편이었고, 텍스
트 오류는 한 텍스트 당 적게는 1 개, 많게는 4 개가 출현했다. 텍스트 오류가 표시된 문
장은 총 79 개이다. 따라서 본고는 79 개의 텍스트 오류문을 대상으로 Nystrand(1982)의
어색한 문장 유형 분류에 근거하여 한국인의 중국어 작문 속 어색한 문장의 유형을 분
류하고 발생 원인에 대해 고찰한다.
Nystrand(1982)는 어색한 문장의 오류 유형을 의미, 텍스트, 맥락 층위로 구분했는데,
이에 근거하여 79 개의 한국인의 어색한 중국어 문장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본고에서 인용한 예문은 모두 BCC語料庫에서 추출한 것으로, 각 예문에는 어휘나 어법상의 오류를 표
시하는 표기들이 첨가된 것도 있다. 그러나 본고는 어휘나 문법 상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문맥 속에서
볼 때 어색한 문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므로, 통사측면에서의 오류는 모두 수정하여 예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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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어색한 문장의 유형 분류

의미 층위

텍스트 층위
맥락 층위

-

지시가 불명확한 경우
접속 표현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
정보 제시가 불충분한 경우
앞뒤 문장의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
앞뒤 문장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내용 전개가 비약적인 경우
문장 배열이 비논리적인 경우
글의 장르적 특성과 맞지 않는 경우(문맥 부적합)

의미 층위의 어색한 문장은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가 지시하는 것이 불명확한 것,
앞뒤 문장의 의미에 근거할 때 접속사나 접속 표현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 제시된 정
보가 불충분하여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텍스트 층위의 어색한 문장은
앞뒤 문장의 내용이 연결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것, 내용 전개가 비약적이고, 문장
배열이 비논리적인 것을 포함한다. 맥락 층위의 어색한 문장은 한 경우만 발견되었는데,
즉 문맥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4. 어색한 문장의 유형 및 특성
4.1 의미 층위의 어색한 문장
의미 층위의 어색한 문장은 1) 지시가 불명확한 경우, 2) 접속 표현의 사용이 부적절
한 경우, 3) 정보 제시가 불충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 모두 의
미가 불명확한 것을 가리킨다. 다음에서는 각각의 실례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지시가 불명확하여 의미가 부정확한 경우이다.
(5) 在发达国家，随着生活水平的提高，人们对身體有利而無害的绿色食品的消费也越来越
高。不过这现象在只能少数国家人们能享受到，非洲等地还有很多人是因缺少食品而过
艰难的日子。{CP 确实是发达国家的人均寿命是长於未发达的国家。不过他的主要原因
还是在先进的醫療水平卫生条件，绿色食品给健康带来的作用是很微弱的。P}
위 예(5)에서 텍스트 오류 {CP…P} 속 ‘他’가 지시하는 바가 부정확하여 어색한 문장
이 되었다. 여기에서 작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선행문에서 언급한 “선진국가의 평균
수명이 후진국보다 길다”는 것이므로 사람을 지시하는 ‘他’가 아니라 사물을 지시하는
‘它’를 사용해야 한다.
둘째, 접속 표현의 사용이 부적합하여 의미가 어색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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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周末的时候，跟中国朋友一起学习。我有一個中国朋友。{CP 他叫冬冬，但他学得那麽
好。P}
위 예(6)에서 앞절 “他叫冬冬”과 뒷절 “他學得那麽好” 사이에 전환관계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전환관계 접속표현 ‘但’을 사용해서 생긴 어색한 문장이다.
셋째, 정보의 제시가 불충분하여 의미가 부정확해진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7) {CP 绿色食品和使用化肥、农药而大量生产的食品，两者各有其长，也各有其短。如果
硬要从两者中选一個的话，我认为减少饑餓、大量生产是個较好的选择。P}
위 예(7)에서 ‘녹색식품’과 ‘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생산된 식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작자는 “기아문제를 줄이고 대량으로 생산된 식품을 선택하
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 “我认为减少饑餓、大量生产是個较好的选
择。”에서 앞문장의 의미를 고려하여 작자의 의도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我认为，为了减少饑餓，使用化肥、农药而大量生产是個较好的选择。(기아 문제를 줄이
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와 같
이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한’의 정보가 추가되어야 의미가 분명한 문장이 될 것이다.
4.2 텍스트 층위의 어색한 문장
텍스트 층위의 어색한 문장은 1) 앞뒤 문장의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 2) 앞뒤 문
장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내용 전개가 비약적인 경우, 4) 문장 배열이 비논리
적인 경우를 말한다. 다음에서 각각에 대해 실례를 들어 살펴보자.
첫째, 앞뒤 문장의 내용이 연결되지 않아 어색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8) {CP 我的父亲没有钱，所以自己一個人一边劳动一边学习。我的父亲住在农村的时候，
韓國的经济情況非常不好，而且在农村的每個家庭吃的东西也没有了。我的父亲对我
说:你一定要好好学习，将来當官吧。P}
위 예(8)에서 앞부분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 돈이 없어 독학한 것과 그 당시 한국 농촌
가정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뒷부분은 아버지가 내게 관리가 되라고 하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 앞뒤 문장의 내용이 연결되지 않아 어색한 문장이 되었다.
둘째, 앞뒤 문장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어색한 경우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9)

{CP 先食品的产量多，让他们多吃吧，以後产量多的时候在吃绿色食品也不晚。“绿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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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品”和“饑餓”这两条道路上大家先选“绿色食品”吧。P} 这样这個世界会变得公平。
위 예(9)에서 앞부분은 녹색식품보다 식량의 생산량을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綠色食品’和‘饑餓’” 이후 문장에서는 ‘녹색식품’을 선택하라고 하고 있어, 앞뒤 문장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생긴 어색한 문장이다.
셋째, 내용 전개가 비약적인 경우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0) 其次，吸煙有害公共利益。一個吸煙者不仅影响周围人的健康，还会影响到社会環境。
{CP 许多成年人吸煙会引起青少年的好奇心，让他们认为那是一種成熟的表现，并且去
模仿它。有很多青少年犯罪都是从吸煙开始的。P}
위 예(10)에서 “성인의 흡연이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청소년범죄가 흡연에서 비
롯된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작자의 비약적인 견해이므로, 내용 전개가
비약적이어서 생긴 어색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문장 배열이 비논리적인 경우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1) {CP 反过来，如果你为了不挨饿而吃一些农药豐富的食品的话，那麽你会觉得不饿。但
你老这样的话，你得讲究绿色食品。P}
위 예(11)에서 앞부분의 ‘농약이 많은 식품을 먹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것’과 뒷부분
의 ‘계속 이렇게 할 경우 녹색식품을 따져야 한다’는 식의 문장 배열은 논리적이지 않아
작자의 의도를 알아채기가 어렵다. 어휘나 어법상의 오류는 없지만 문장 배열이 논리적
이지 않아 어색한 문장으로 간주된다.
4.3 맥락 층위의 어색한 문장
맥락 층위의 어색한 문장은 한 가지 경우만 발견되는데, 즉 문맥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여 생긴 것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2) 那再给您们我的信息吧。{CP 一路平安，P}身體健康。5 月 12 日 您们的 XX
위 예(12)는 부모에게 보내는 서신문의 마지막 인사말에 사용된 문구인데, 부모님에게
축원의 말을 쓰면서 ‘身體健康’과 함께 ‘一路平安’을 사용했다. ‘一路平安’은 여행이나
가시는 길이 평안하기를 염원하는 축원어로, 위 편지 마지막 인사말의 앞뒤 문맥을 보
더라도 사용이 부적합하다. 따라서 이는 문맥에 부적합한 표현을 사용하여 생긴 어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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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이다.
5. 나가는 말
본고는 한국인의 중국어 작문 속 어색한 문장 79 개를 대상으로 초보적인 오류 유형
분석을 진행했다. 오류의 발생원인 및 그 특성에 대해서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계획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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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거래비용으로 본 중한 문화소 번역의 정보성 연구
이석철
(한국외국어대학교)
I. 서론
본 연구는 번역 거래비용의 이론을 통해 중한번역에서 문화소에 내포된 정보를 어떻
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번역은 이(異)문화 간의 소통을 실현해주는 언어적 전환으로서, 다양한 요소와 결부되
어 있는 복잡한 전환과정이다. 특히 소설과 같은 문학번역은 단순한 언어적 차원의 전
환뿐만 아니라 가치관, 이데올로기, 종교신앙, 사유방식 등을 포함한 지극히 복잡한 문
화적 차원의 전환을 요하고 있다. 따라서 문학 번역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적 요소들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난제로 부각된다.
그 이유인즉 어떠한 문화적 요소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의 총합이 출발어문화권에서와
도착어문화권에서 반드시 일치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번역 과정에서 이
러한 문화소를 최대한 보상해주기 위해서는 번역자가 문화소에 내포된 정보들을 해체하
고 그 중의 필요한 정보를 추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여 독자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역자가 번역한 중국의 문학작품 4 개를 선정하여 그
중의 문화소를 추출하고 대응되는 번역 양상을 집계한 후, Anthony Pym 의 번역 거래비
용 이론을 통해 정보의 수집, 전달, 처리, 이해 비용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문화소의 정
보 전달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거래비용으로서의 번역
긴 시간동안 번역이론의 연구는 줄곧 원문 중심인가, 역문 중심인가에 대한 논쟁을 해
왔고, 번역가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한쪽으로 편향하는 논리를 펼쳤다. 이
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페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번역학자 Anthony Pym 은 신고
전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 이론에 기반한 번역모델을 제안한다. 즉 번역에서의 원
문과 역문을 사회생활에서의 쌍방으로 보고 번역을 서로 간의 이익 취득을 위해 진행하
는 협력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신고전경제학에서의 ‘협상이론’ 원칙이란 협력 과정 중에서 투입한 사회적 노력을 말
하는데, 바꾸어 말하자면 거래비용이 성공적인 협력을 통해 취득한 이익을 넘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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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이다. 협력 쌍방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최대한 상대방의 정보를 파
악하고 협력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의 수집은 모두 가치가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정보 수집에는 대량의 금전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협력을
원하는 쌍방은 예측 가능한 이익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할뿐더러 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
도 지불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거래비용이다.
이를 기반으로 Pym 은 거래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거래비용은 지식을 수
집하고, 전달하고, 처리하고(때로는 번역하고), 이용가능 하도록 해석하는 데 드는 노력
을 포함한다. 번역이 이 연쇄의 핵심요소가 될 수 있다.”1) 즉 번역의 거래비용에는 정보
수집비용, 정보전달비용, 정보처리비용, 정보의 수용과 이해 비용(윤성우&이향, 2007:78)
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물론 번역에 들인 비용이 너무 높으면 협력의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번역비용을 조절
할 수 있다는 것은 번역모델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으로, 협력의 성공을 위해 역자는 기
존의 정보를 유지하거나 대체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거나 협력에 무관한 과
잉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다 또는 과소 번역은 협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또한 거래비용은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러나 거래비용이 영(zero)으로 되는 상
황은 없다. 이는 단지 한 사람만 존재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
한 이상적인 거래는 논할 수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번역에서 통제 가능한 거래비용을 이론 근거로 문화소에 대한 정보의 수집,
전달, 처리, 이해 등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어떻게 최대한 낮출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III. 분석대상과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신사실주의 작가 ‘류전윈(劉震雲)’ 소설 중의 중국 문화소를 연
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중국 신사실주의 대표작가 류전윈의 소설은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불어 등 20 여 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한국에서 출간된 작품으로는 총 9 권이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중의 4 권, 즉 「나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我不是潘金蓮)」
(문현선 역)，「말 한마디 때문에(一句頂一萬句)」(김태성 역)，「고향 하늘 아래 노란
꽃(故鄕天下黃花)」(김재영 역)，「닭털 같은 나날(一地鷄毛)」 (김영철 역)을 최종 분석
도서로 선정하였다. 이 작품들은 풍부한 문학번역 경험을 지니고 있는 서로 다른 4 명의
번역가에 의해 번역되었기에 번역 품질이 확보됨과 동시에 문화소에 대한 다양한 번역
양상과 전략을 살펴볼 수 있다.
1) Anthony Pym. (2016). 문화간 중재 원칙으로서의 번역윤리, 박혜경 최효은 옮김, 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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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문화소의 분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문화소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도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화소 분류에 있어서 학자마다 상이한 분류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문화라는 개념의 경계가 추상적이며 광범위한 개념이어서 넓은 의미에서 보
면 텍스트 중의 모든 기호가 ‘문화’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화소를 정의, 분류하
는

것도

애매해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기존의

Nida(1969),

Newmark(1988), Aixela(1996), Chesterman (1997) 등 외국 학자들과 국내의 이근희 (2003)
김효중(2004), 김혜림(2014) 등 학자들의 문화소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들의 문화소 분
류2)를 기반으로 번역에서의 문화소를 크게 물질문화소, 제도문화소, 관념문화소로 나누
었는데 그 범주는 다음과 같다.
물질문화소: 생태적인 자연물이나 의식주, 교통, 도구 등의 인공물.
제도문화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 제도 및 행동의 기준.
예) 도덕 윤리, 사회 규범, 사회 제도, 풍속습관 등
관념문화소: 인간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지식과
가치.
예) 학문, 철학, 문학, 예술, 신화, 언어 등
2. 연구 방법
문화소의 정보 전달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소의 번역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
다.
정보 수집단계: 문화소는 출발어문화권의 특정 요소가 도착어 문화권에 없거나, 문화
간의 거리로 인해 생기는 인지적 차이이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우선 정보의 수집이
가장 우선이다. 즉 번역자는 문화소가 어떠한 외적, 내적인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에 완전 대응, 부분 대응, 완전 불 대응, 결여 등의 대응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정보 처리단계: 작품 속에서 문화소의 기능이나 가치, 빈도 등에 따라 역자는 적절한
번역전략을 선정하여 의무적 또는 선택적으로 정보를 추출하고 처리해야 한다.
정보 전달단계: 문화소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면서 역자는 도착어 규범 또는 이
데올로기적 요소 등을 감안하여 이를 준수하거나 배척 또는 혁신을 하여 번역문에 전달
한다.
정보 이해단계: 정보 전달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단계로서, 최종 번역된 정
보는 도착어문화권 독자들에 의해 이해되고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문화소를 혁
2) Peter Newmark(1988)는 문화소를 생태문화소/물질문화소/사회문화소/조직, 풍습, 활동, 절차, 개념 등 문화
소/몸짓과 태도문화소 등 5개로 나누었고, Nida(1969)는 생태문화/문질문화/사회문화/종교문화/언어문화로
나누었다. 그리고 국내 학자 이근희(2003)는 고유명사/특정문화 관련 어휘/특정사건이나 인물 관련 어휘/
관용구/도량형의 단위/언어사용 관습에서 비롯되는 표현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김혜림(2014)는 문화인류
학과 번역학에서의 관련 이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표층문화/중층문화/심층문화로 재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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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적으로 도입하는 전달방법은 도착어문화권에 물질적, 정신적으로 새로운 표현방식이
나 정보들을 만들어주지만 독자의 이해에 일정한 무리를 가져올 수 있다.

<표 1> 문화소 번역 과정

이상의 도표를 통해 정보의 수집비용, 처리비용, 전달비용, 이해비용이 어떤 부분으로
나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문화소의 정보를 어떻게 추출, 처리하여 전
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즉 문화소의 정보 전달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소 정보전달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소의 기능: 작품의 주제나 구성, 인물, 사건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언어적 문맥 속에서 필수불가결의 역할을 하는가? 사회계층, 지리적 소속, 문체 등 차원
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있는가?
둘째, 문화소의 가치: 해당 문화소가 작품의 문화적 색채를 살려주는가?

출발어문화

권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도착어문화권에 이식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용이
가능한가?
셋째, 문화소의 빈도: 작품 속에서 출현하는 빈도는 어떠한가? 작품 또는 작가의 특성
을 살리는 데에 필요한 반복인가? 도착어문화권의 언어적 특정에 부합되는 반복인가?
이상의 기준에 따라 문학작품에서 문화소에 대한 번역여부를 판단하고 정보의 양과
질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IV. 사례분석
1. 물질문화소
한 사회의 식생활 문화에는 자연과 사회에 처한 인간의 모든 주변 환경, 풍속 등이 담
겨 있고, 또한 이러한 식생활 문화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속에는 그대로 반영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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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음식명은 주로 식자재와 조리법, 완성 형태 등에 따라 이름을 짓는데 이러한 정보
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를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사례 1]
ST: 既然等不到别人的酒席，便想自个儿找个街摊，喝上二两散酒，吃碗羊肉烩面了事。
TT: 다른 사람의 술자리를 가다릴 수 없다면, 혼자서 포장마차라도 찾아가 잔으로 파
는 술이라도 한잔 마시고, 양러우라멘羊肉拉麵*으로 요기할 생각이었다. (* 손으
로 친 수타면을 양고기 육수에 끓여낸 음식) (「남편」p.59)
[사례 2]
ST: 老孙又捅开火炉，洗洗手，做了两碗羊肉烩面。热腾腾地端上来，说：
TT: 라오쑨은 화로를 열고 손을 씻은 다음 양고기 볶음국수 두 그릇을 만들어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게 받쳐 들고는 말했다. (「한마디」p.45)
[사례 3]
ST: 屋里有杂碎汤煮着，也显得暖和，加上外边天已经黑了，便在这里落下脚。
TT: 실내에는 잡채탕이 끓고 있어 무척이나 따뜻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진 터라 이곳
에서 쉬었다 기기로 했다. (「한마디」p.275)
‘羊肉烩面’에 관해서 사례 1 은 양러우라멘으로 전환한 후 한자와 각주를 더하여 정보
를 전달하였다. 한자와 각주로 인해 정보의 처리비용은 높지만 독자의 이해비용을 낮춘
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다만 ‘烩面’과 ‘라멘’은 국수 형태나 조리법이 다르므로 정보
의 전달이 등가를 이루지 못했다. 반면, 사례 2 에서는 양고기 볶음국수로 처리하였는데
양고기 육수에 끓여낸 국수를 볶음국수로 전환한 것은 정보 수집단계에서 조리법을 잘
못 이해하여 틀린 정보를 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맥락으로 보았을 때 길거리에
서 간단한 음식을 찾아 먹는 상황이므로 ‘양고기 국수’로 번역해도 정보의 처리, 전달비
용을 낮출 수 있다. 한편 사례 3 과 같은 경우는 ‘杂碎汤’(소, 양의 내장탕)을 잡채탕으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정보 전달에서 오역이 분명하다. 원문의 문맥에서 9 회나 출현하면서
왜 이 음식을 시켰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 전달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내장탕’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4]
ST: 人人都说伙夫老艾做的饭难吃，就会炖个杂烩菜，把肉片和许多杂菜放到一个锅里乱炖。
TT: 모두들 조리사 라오아이(老艾)가 하는 밥이 맛이 없다고 했다. 잡회채(雜燴菜)를
만들면서 그는 얇게 썬 고기와 잡다한 채소를 한 솥에 넣고 삶았다. (「한마디」
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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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ST: 十六桌酒席中，前八桌是秦家的客坐，鸡鸭鱼肉齐全；后八桌是杨家的客坐，每人一碗
杂和菜。
TT: 열여섯 개의 탁자 가운데 앞쪽 여덟 탁자에는 친씨 집안의 손님들이 앉아 온갖
고기로 조리한 푸짐한 음식을 즐기고 있었고, 뒤쪽 여덟 탁자에는 양씨 집안의 손
님들이 앉아 초라한 야채 음식을 먹고 있었다. (「한마디」p.186-187)
[사례 6]
ST: 晚饭一个炒豆角，一个炒豆芽，一碟子小泥肠，一碗昨天剩下的杂烩菜。
TT: 콩깍지 볶음, 콩나물 볶음, 순대,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것을 함께 볶은 반찬 한
접시가 저녁 식탁에 올라왔다. (「닭털」p.15)
위의 3 개 사례에서 나오는 ‘杂烩菜’나 ‘杂和菜’는 모두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넣고 끓
인 요리이다. 사례 4 에서는 텍스트 내에서 이미 식재료와 조리법이 나오기 때문에 한자
음에 한자를 더해주는 방법으로도 정보 전달비용을 최소화하였다. 반면 사례 5 에서는
‘야채 음식’으로 일반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정보 전달에서는 조금 편차가 있지만,
이는 결혼식에서 두 집안의 손님 대접에 차별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역자가 개입한
것으로 독자의 이해비용을 낮추었다. 그러나 사례 6 은 ‘어제 먹다 남은 것을 함께 볶은
반찬’이라 풀어서 설명하였지만 이는 어제 먹다 남은 ‘杂烩菜’ 반찬이라는 뜻으로 잘못
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2. 제도문화소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제도문화 중에서 조직문화로 보면, 인간은 집단생활을 하
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는데 직종, 직위, 직함 등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례 7]
ST: “不会写字就不能接住了？回去卖给摇拨浪鼓的还能赚几块钱呢！”
TT: 나중에 장돌뱅이한테 팔아넘기면, 다만 몇 푼이라도 건질 수 있잖아! (「고향」
p.241)
[사례 8]
ST:

董宪法觉得，牲口市上的牲口牙子，与人在袖子里捏手，撮合双方买卖，都比法院的
工作强。

TT: 동헌법은 법원일보다는 차라리 가축시장에서 흥정을 붙이는 가축 중개인이 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남편」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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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7 에서의 ‘拨浪鼓’는 자루가 달린 작은 북의 양쪽에 구슬을 달아 흔들면 소리가
나는 악기로 옛날 장사꾼들이 골목에서 이를 흔들며 물건을 팔았다. 원문의 ‘摇拨浪鼓
的’를 장돌림을 낮잡아 이르는 ‘장돌뱅이’로 자국화한 것은 정보의 처리비용과 이해비용
을 모두 낮춘 적절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사례 8 에서의 ‘牙子’는 고대 상업에서
의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언어가 갖는 시대적 배경을 감안한
다면 ‘牲口牙子’를 ‘가축 중개인’보다는 ‘가축 흥정꾼’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고 본다.
다음은 역자가 정보 수집단계에서 오류를 범해 정보 전달비용을 인상시킨 사례이다.

[사례 9]
ST: 县上一帮捕快衙役，穿上官服是捕快衙役，脱下官服是老胡的木匠徒弟。
TT: 현의 상급 기관에서 아역(衙役) 하나가 보결로 왔다. 관복을 입히는 일은 보결 아
역의 몫이었고 관복을 벗기는 일은 라오후의 목공 도제의 몫이었다. (「한마디」
p.78-79)
[사례 10]
ST: 史为民一溜小跑回到办公室，一边换衣服，一边让人给信访局长打电话，
TT: 사위민은 (중략) 옷을 갈아입으며 사람을 시켜 정보통신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p.79)
사례 9 를 보면 우선 텍스트의 이해가 잘못된 사례이다. ‘一帮’은 한 무리를 가키는 수
량사이고, ‘捕快’는 관아에서 범죄자를 잡던 하급 관리, ’衙役’는 관아에서 부리던 하인
으로 원문의 정보 수집단계에서 오류를 범했다. 그리고 ‘捕快’라는 정보는 삭제되고, ‘衙
役’을 한자음과 한자로만 처리하여 정보의 전달비용과 이해비용을 제고시켰다. 문맥에서
의 문화소 빈도와 기능으로 보았을 때 이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각주를 달아주거나 ‘관
아의 포졸과 하인들’로 풀어서 설명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사례 10 에서의
‘信访局’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대중이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기관으로 한
국의 민원담당부서에 해당됨으로 정보적으로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보통신과장’보다
는 ‘민원과장’이나 ‘민원실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전달비용을 낮추는 정확한 번역이 되
겠다.
3. 관념문화소
관념문화소에서는 언어적 요소와 밀접한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보기로 하자. 관용적 표
현은 문화권에 소속된 언어 사용자들의 오랜 관습 속에서 형성되어 굳어진 것으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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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단계에서부터 각별히 주의하여 처리, 전달해야 한
다.
[사례 11]
ST: 河东不会老河东，河西不会老河西，我就不信，这天下就没有咱爷们翻身的时候了！
TT: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끝까지 동쪽으로만 흐르는 법은 없다고. 아무렴 우리가 다
시 기를 펼 날이 안 오겠는가. (「고향」 p.65-66)
[사례 12]
ST: “这个屌婆娘，快回家抱孙子了，还这么乱捅马蜂窝，出门汽车怎么不轧死她！”
TT: "이 망할 할망구, 집에 들어앉아 얌전히 손자들이나 돌볼 곳이지, 말벌 통을 들쑤
셔? 귀신은 이런 걸 안 잡아가고 뭘 하나 몰라!" (「닭털」p.149)
사례 11 에서 역자는 세상사의 변화무상함을 일컫는 중국어 관용표현 ‘河东不会老河
东，河西不会老河西’를 앞부분만 직역하고 뒷부분은 생략했다. 한편 사례 12 의 중국어
관습표현은 ‘외출하면 차에 치워죽어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을 욕할 때 쓰는 표현이다.
역자는 이를 한국어의 ‘귀신이 안 잡아가느냐’는 관습표현으로 대체하였다. 이처럼 관습
표현을 직역하거나 자국화 전략으로 대체할 경우, 의미 등가를 이룬다면 문화소의 정보
전달과 독자의 이해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기에 적절한 번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소의 내포적 의미를 수집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할 경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다음
의 사례를 보자.
[사례 13]
ST: 一气之下，撂了挑子。临回福建时，撂下一句话。
TT: 화를 내면서 멜대를 내팽개치고 푸졘으로 돌아가면서 한 마디 던졌다. (「한마
디」p.267)
[사례 14]
ST: 桑拿按摩等一条龙服务，里面应有尽有。
TT: 사우나 관련 업무에 서비스하는 종업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꿈틀대는 용처럼 늘
어서서 원하는 것은 뭐든 다 들어주는 그런 곳이었다. (「남편」p.75)
사례 13 에서의 ‘撂了挑子’는 언어외적으로 멜대를 내려놓다의 뜻이지만 내적으로는
‘책임져야 할 일을 내팽개치다’의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소설 속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관습표현의 내포적 의미인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로 처리한다면 더욱 정확한 정보
로 전달비용을 낮출 수 있다. 사례 14 에서의 ‘一条龙服务’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일괄
서비스’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역문에서 보다시피 역자는 ‘종업원들이 용처럼 늘어
선’ 것으로 이해하고 장황한 문장으로 오역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는 정보 수집단계에서
- 332 -

2019 한국외국어교육학회(KAFLE) 국내학술대회

이러한 관습표현의 내포적 의미를 제대로 추출하지 못하였기에 정보 처리비용과 전달비
용이 높아졌고, 원작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번역의 거래비용 이론을 통해 중한 문학번역에서 문화소의 번역에서 문화
소가 갖고 있는 정보성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4 권의 류전윈 소설
속 문화소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물질문화소, 제도문화소, 관념문화소 3 개 부류의 대표
적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문화소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 번역전략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문화소가 포함된 원문과 역문을 비교해보았을 때, 크게 보존,
대체, 삭제 3 가지 경우로 나뉘었다. 보존 방식에는 음역으로 원음이나 한자음에 한자를
추가하여 표기하거나, 텍스트 외·내적 해석을 통해 보충 설명을 하여 번역하였다. 또한
대체 방식은 일반화, 명시화, 자국화 등의 전략을 통해 의미의 등가를 이루도록 역자가
개입한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들은 정보 수집 단계에서 역자가 문화소에 내
포된 정보를 적절하게 추출했을 경우에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독자의 이해에 도움을
줌으로써 번역의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소의 글자 의미에만 머무르거
나 정보의 부등성이 존재하는 자국 문화소로 대체하는 전략은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에 번역의 거래비용을 높임과 더불어 원작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본 연구를 통해 문화소 번역 전략의 선정은 문화소가 갖는 기능, 가치, 빈도에 따라
정보의 양이 영향을 받으며 정보 등가성 실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역
자는 문화소의 문화적 가치, 기능, 빈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물질문화소는 보존 전략
을, 제도 및 정신 문화소는 대체 및 삭제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필
요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소의 번역에 있어 정확한 정보 전달과 텍스트의 이해
용이성을 위해서는 번역 전략을 추가 설명>음역>자국화>창작>생략 또는 삭제 순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역자는 문화소에 내포된 정보를 이국적 또는 자국적 요소로 전
달하느냐로 판단하기보다는 문화 중개자로서 다양한 번역전략을 통해 정보를 보상하고
번역의 거래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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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프랑스어 과정중심 평가 방안
김미연
(압구정고등학교)

I.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방향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교수·학습 결과물로서의 지식 획득이 아닌 지식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중요시한다. <표 1>로 요약할 수 있는 바대로 지금까지의 교육이 교
사주도의 수업과 그 결과로서 학생들이 지식을 획득하는 방식이었다면 개정 교육과정은
지식의 소유보다는 지식을 얻기까지의 과정과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여 이런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집
중한다.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 구성의 목표
▶지식의 소유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지식의 활용, 실제적 과제수행 능력 향상
(학생들이 배운 지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교사의 역할도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 역할에서 정보
의 생산자이며 전달자이고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촉진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를 단순화하면 강의식 수업이 학생 참여식 수업으로, 그것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수업으로 교육의 지향점이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교사의
역할이 달라진 만큼 학습자의 위상 또한 달라지는데 교육활동 즉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양성해야 할 인간상은 <표 2>와 같이 정의된다.
<표 2>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
▶
▶
▶

자주적인 사람 - 자신의 진로와 삶 개척
창의적인 사람 - 다양한 발상, 도전
교양있는 사람 - 문화적 소양, 다원적 가치 인정
더불어 사는 사람 - 공동체 의식, 배려와 나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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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을 통하여 길러야 할 능력으로 <표 3>
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역량’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표 3> 학교생활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
▶ 자기관리 역량 – 자기 정체성과 자신감으로 스스로 진로개척
▶ 지식, 정보 처리 역량 - 다양한 영역 지식 처리, 활용
▶ 창의적 사고 역량 - 다양한 전문분야 융합, 새로운 것 창출
▶ 심미적 감성 역량 - 세상을 보는 안목, 공감적 이해
▶ 의사소통 역량 -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효과적 표현
▶ 공동체 역량 – 지역, 국가, 세계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태도 습득,
문제 해결에 적극적 참여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의 ‘지식습득’의 목표나 ‘세계시민으로
서의 자질’ 정도로 표현된 인간상을 넘어서 훨씬 더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와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
교 교육활동 즉 교육과정 전반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평가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는데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과정중심 평가’라고 한다.
Ⅱ. 과정중심 평가의 의미
교육의 주체가 교사에서 학생으로, 지식의 획득에서 지식을 얻는 과정으로 교육의 중
심축이 바뀜에 따라 결과보다는 학습과정을 평가하자는 것이 과정 중심 평가의 기본 취
지다. 따라서 수행과 탐구 중심의 민주적이고 학생 참여위주의 수업 방법이 권장되며
이러한 협력 수업, 발표 수업, 토의토론식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하
고 변화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표4> 역량 중심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학습 방법
▶ 협력 학습
▶ 발표 학습
▶ 탐구 학습
▶ 토의, 토론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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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프랑스어과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프랑스 음식문화에 대해 조사하게
하였다. 어떤 학생이 팀별 활동에서 팀을 잘 구성하고 적절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 프
랑스 음식문화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팀원들과 소통하며 훌륭하게 발표하였다. 그
러나 정작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동사변화 규칙이나 의문문의 구성과 같은 문항이
주로 출제되고 이러한 정기고사의 반영비율이 높다면 학생의 학습의욕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의 교수·학습 활동 전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과정중심 평가는 이러한 정기
고사의 맹점을 최소화하고 학생활동 중심, 배움 중심의 수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평가이
다. 이러한 취지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수업밀착형 평가 자료집(2015)’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과정중심 평가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행동과 변화과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
하게 된다.
<표 5> 과정중심 평가로의 전환
▶ 학습한 결과에 대한 평가 (assessment of learning)

▶ 학습 준비과정 평가 (assessment for learning)
학습 자체과정 평가 (assessment as learning)
* 평가방법의 다양화와 횟수 조정

아울러 개정 교육과정, 과정중심 평가에서 주요한 변화는 용어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
다.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평가준거 성취기준’이라는 용어가 새로 도입되었다. 용어를
새롭게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정 문서상의 성취기준’과 이를 ‘평가 상황에
활용하기 위해 재구성한 성취기준’을 구분하여 사용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에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평가기준’이라는 용어도 다시 도입되었는데 이는 개정 교육
과정 문서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보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때문이다(2018, 2015 개정 교육과정 평가기준-고등학교 제 2 외국어과, 교육부).
용어의 변화는 교육현장의 혼돈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또한, 교수·학습 활동의 당사자
인 교사들이 이러한 변화를 무의미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형식의 변화가 곧 내용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개별 성취기준에 대한 성취수
준’과 ‘단원/영역별 성취수준’을 동일하게 ‘성취수준’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혼란
을 초래한다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도 명시되어 있다(Ibid, 2018).
Ⅲ. 과정중심 수업과 평가 사례
과정중심 수업과 평가사례의 예로 2018 년 제 2 외국어 활성화를 위한 연구학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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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기여고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9 년 5 월 담당 교사와의 인터뷰 및 수업
동영상 시청, 평가자료 열람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경기여고는 제 2 외국어 연구학교로서, 지역·국가·세계 공동체 역량 함양을 위한 제 2
외국어 교수·학습 방법 개발 및 적용, 프랑스어와 비언어 교과의 협력 수업 모형개발 및
적용,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제 2 외국어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안 연구 및 적용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2 학년과 3 학년에 프랑스어가 개설되
어 있으며 조사대상은 2 학년 프랑스어Ⅰ 선택자 18 명이다(2018, 제 2 외국어 활성화 연
구학교 운영 계획서, 경기여고 홈페이지 참조).
<표 6> 경기여고 과정중심 평가 예>1)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비율이 40 대 60 으로 일회성인 지필평가의 비중이 상대적
1) Ibid, 경기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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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대대수 학교의 제 2 외국어 과목이 30 대 70 정도의 비율을 유
지하고 있었던 이전에 비해 수행평가의 반영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과정
중심 평가의 쓰기 항목, ‘전공 분야 관련 프랑스 문화 보고서 작성’, ‘방학 중 프랑스 여
행계획 세우기’ 말하기 항목, ‘자기소개 및 타인 소개하기’, ‘교과서 내용 및 숫자 말하
기’는 수업 중 학생활동 및 학습 과정, 태도의 변화 등을 관찰할 수 있는 항목이나 예를
들어, 만약 프랑스의 직업과 내가 원하는 전공 분야 관련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에서 과제로 수행평가가 이루졌다면 이는 과정중심 평가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예를 제시할 수 없었으나 경기여고에서는 다양한 수업활동과 이에 대한 평
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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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문화역량 평가의 실제와 과제
서영지
(서울대학교)
1. 상호문화역량의 정의와 필요성
현대사회는 물질만능주의, 과학지상주의라는 외적 문제뿐만 아니라 불평등, 차별, 이기
주의와 같은 내적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내적 문제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소속을
지닌 사람들 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오해와 관련되어 있다. 모든 종류의 교육에서 서로
를 이해하는 소통능력은 개인, 국가의 평화로운 공존과 균형적인 발달을 위한 근본적인
전제조건이므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의 마련은 필수적이다.
상호문화역량은 1990 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인 논의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였고, 유럽연
합, 유럽평의회와 유네스코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상호문화역
량과 관련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상호문화역량은 “인간, 문화, 생활양식의 다양성이 증
가하고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언어적,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이고 적절하
게 상호작용하면서 능숙하게 살아가는 능력(UNESCO, 2006)”이다. 이 능력은 개인에 의
해 자발적으로 획득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문화를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단순히 노
출되는 것만으로는 획득될 수 없다. 즉, 저절로 습득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므로 교육을
통해, 평생에 걸쳐 학습되고 실천, 유지되어야 하는 능력이다.
주지하다시피 외국어 교육은 학습자에게 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다른
문화, 다른 가치를 경험하게 해준다. 외국어 교실은 단순히 목표 문화를 배우는 데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출신 문화를 발견하고 성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한국의 중등 교육
과정에서도 2007 개정교육과정부터 상호문화적 관점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2009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오면서 더욱 강조되고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어, 프랑
스어, 독일어, 영어, 베트남어 교육과정은 외국어 교육의 목표를 상호문화역량의 신장으
로 명시하면서, 학습자들의 상호문화역량의 계발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호문화
역량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정의, 내용 등의 이론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 있지만, 이
를 방법적으로 더 잘 실행하거나 평가하는 문제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상호문화역량 평가의 제문제에 대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2. 상호문화역량 평가
상호문화역량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발달 과정이고, 개인이 경험하는 상황에 따라 다
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상호문화역량에는 인지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의적 차
원까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단순한 지식을 측정하는 평가의 문제라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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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이로 인해 다양한 측정방법을 동반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양
적·질적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1 상호문화역량 평가의 기본 요소
교육과정에서 목표, 내용, 방법, 실행 및 평가는 항상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에 앞서 주의해야할 기본 요소는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Deardorff, 2006:461).
첫째, 평가의 목적이다. 이는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어떤 목적으로 왜 평가
하느냐의 문제이다. 둘째, 평가의 대상이다. 학생, 직장인, 연령, 성별 등, 누가 평가의 대
상이 되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셋째, 평가도구의 적절성이다. 적절한 평가도구와 전략의
사용은 학습목표와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평가의 과정이다. 즉, 평가가 어떻게 관
리되고, 평가되고, 점수화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다섯 번째, 평가의 관점이다. 평가의
범위, 효율성, 타당성 및 신뢰성과 같은 것들이다.
2.2 상호문화역량 평가의 내용
2.2.1 상호문화역량 평가의 내용
상호문화역량의 평가는 상호문화역량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문제로 이는 매우 복잡한 상황
에 영향을 받는다. 상호문화역량은 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용어와 요소로 분류되는데,
이들의 학문적 접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상호문화역량의 구성요소를
지식, 기술, 태도, 또는 인식으로 이해하는 분류이고, 둘째는 이런 지식, 기술, 태도, 인식의
범주를 활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첫 번째 구분 방식을 적용한 연구로는 Wiseman(2001),
Byram(1997), Pedersen(1994), Deardorff(2006), Council of Europe(2001) 등이 있으며, 두 번째 구
분방식을 적용한 연구로는 Bennett(1993), Paige(1993), INCA(2004) 등이 있다. 첫 번째는 상호
문화역량의 구성요소를 크게 지식, 기술, 태도로 구분하였고, 지식(차이, 편견, 가치, 사회·언
어적 인식 등), 기술(타문화의 관점 발견, 타인의 생각이해, 인지적 유연성, 언어적 기술, 관찰
하기 등), 태도(존중, 개방성, 호기심, 성찰, 협력 등)와 같은 각 요소의 세부 항목을 추가하였
다. 두 번째는 다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또는 직업세계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
우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되었다. 여기에서 도출된 12 개의 역량군은 존중, 자기인식, 타인의
관점 이해, 언어능력, 감정이입, 탈중심성, 애매함의 관용, 상호역량관리, 문화적 지식, 비판적
사고, 개방심, 호기심이다. 본 연구는 외국어 교육학자의 연구를 뒷받침하여. 상호문화역량의
구성요소를 태도, 지식, 기술, 행동으로 구분하기로 한다(Byram et al, 2014:19-22).
1) 태도 : 문화적 다양성 존중하기, 자신과 다른 관점에 가치 부여하기
2) 지식 : 내적 다양성과 이질성을 이해하기,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이해하기, 자기의
고유의 언어나 문화적 소속이 자신의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
게 영향을 끼침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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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 다관점성, 감정이입, 인지적 유연성,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 자신의 행동을 적
용시키는 기술 기르기
4) 행동 : 태도, 지식, 기술의 3 가지 요소가 잘 활용되기 위해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타관점의 사람들과 교류,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문화적 갈등 상황
을 중재하고 편견을 위해 싸워야 한다.
2.2.2 상호문화역량 평가의 모델
상호문화역량 평가의 모델은 앞서 제시한 상호문화역량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 모델
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구성적 모형, 공동 지향적 모형, 발전적 모형, 적응 모형, 인과
적 과정 모형 이라는 5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구성적 모형은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보다는 ‘무엇’이 구성요소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Deardorff 의 피라미드 모형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공동 지향적 모형은, 주로 상호 간의 이해관계,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모델로 Byram 의
모형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호문화적 이해의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상호간의 합의가 모호
하고 둘의 이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발전적 모형은 시간 경과에 따른 진행 과정을 강조하
는 것으로, 진행 또는 성숙의 단계를 명시하여 역량이 발달된다고 가정한다. Bennett 의 상호문화
감수성 발달 모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발달 단계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상호문화역량을 구체화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적응 모형은 과
정 속에서 서로가 상호작용을 계획하는 상호의존적 모형으로 서로에게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강조한다. 인과적 모형은 구성요소들 간의 명백한 상호관계를 반영하고, 테스트 가능한 명제를
통해 공식화되거나 번역된다. 이 모델의 대표적 예로는 Deardorff(2006) 연구가 있다.
이 5 가지 유형의 모델은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생산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안적
유형의 체계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중 가장 많이 인용되고 사용되는 모델은
Deardorff(2006)의 적응 모델이다.
2.3 상호문화역량 평가의 방법
2.3.1 상호문화역량 평가의 단계
상호문화적으로 문화적 사실을 관찰하는 데에는 ‘비판적 시각(regard critique)’이 필요하다.
이것은 목표문화를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나 경험에 비추어 스스로 판단해 보고, 같은 문화적 사실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상호문화접근법은 무엇보다도 자신과 자신의 집단에 대한 활동”기 때문에 ‘너’나
‘그들’만큼 ‘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도록 한다.(Zarate:1986, Besse:1993, AbdallahPretceille, 2004) 이처럼 자기 자신을 출발점으로 하는 상호문화접근법은 다양한 문화들 간의
역동적인 교류 과정(processus dynamique d’échange)(Chaves, 2013:12)이다. 상호문화접근법에
의거한 문화 학습은 문화들 간의 다리, 연결을 목표로 하여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호문화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질성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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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Partoune(1999), Clément(2001), Maga(2006), Bennett(1993), Byram et
al.(2014) 등은 상호문화역량과 관련된 다양한 단계를 소개하였다. Partoune(1999)은 ⑴중심탈
피, ⑵타인의 체계로 침투, ⑶협상이라는 3 단계, Clément(2001)은 ⑴자기중심에서 벗어나기,
⑵타인의 입장이 되어보기, ⑶협력하기, ⑷타인이 나와 현실을 어떻게 보는지 이해하기라는
4 단계, Maga(2006)는 ⑴자신의 고유한 해석 체계를 인식하기 ⑵타인의 문화를 발견하기 ⑶
문화적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⑷고정관념에 대해서 활동하기 ⑸자신의 문화와 타인의
문화 간에 관계를 설정하기 ⑹타인의 문화를 내면화하기라는 6 단계, Bennett(1993)은 ⑴부정,
⑵방어, ⑶최소화, ⑷수용, ⑸적응, ⑹통합이라는 6 단계로 상호문화역량의 방법적 절차를 소
개하였다. 이들 중, Byram(2014)의 5 단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경험 :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는지를 직접적으로 경
험하는 것이다.)예, 독서, 여행, 이벤트, 회의 등)
2) 비교 : 학습자가 익숙하지 않은 것과 익숙한 것을 비교할 때, 유사점과 차이점의 판
단을 유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여 자기 자신을 보
는 것처럼 상대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다.
3) 분석 :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고, 그 이면의 것을 분석하여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에 대한 의문을 자기자신에게 제기하는 것으로, 가령, 토론, 분석, 설문 등의
방법이 해당될 수 있다.
4) 성찰 : 경험, 비교, 분석 후 자신의 관점을 돌아보는 것으로, 성찰과 비판적 인식,
이해의 단계에 해당한다. 예를들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
론하게 하거나, 자신의 학습일지를 기록 또는 그려보게 할 수 있다.
5) 행동 : 다른 문화적 소속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협력활동에 참가하는 것이다. 교사는
학교 또는 학교 밖의 활동을 통해 협력활동을 권장하고 조직할 책임이 있다.
상호문화적 방법과 관련하여 Partoune(1999), Clément(2001), Maga(2006), Bennett(1993),
Byram et al.(2014)이 제시한 절차는 단계, 개수, 순서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
으로는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절차를 종합해보면, 자신의 문화를 알고, 타인의
문화를 발견하고, 그 둘을 비교 및 상대화를 통해 성찰의 과정을 거친 후, 타인의 문화를
수용하는 협상, 통합의 행동의 과정에 이르는 것이다. 이상의 학자들이 제시한 순서를 절
대적인 것이 아니며 주어진 주제나 환경에 따라서 그 순서를 바꾸거나 생략할 수도 있다.
2.3.2 상호문화역량 평가 도구
상호문화역량의 평가는 평가 영역, 구성요소, 평가의 형식 등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평가 영역은 앞서 소개한 상호문화역량의 구성요소나 모델에 해당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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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소는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이라는 4 개의 차원, 평가의 형식은 직접평가 또는 간접평
가 등의 형식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평가 형식은 간접평가, 직접평가, 개별평가, 종합평가로
나뉠 수 있다. 간접평가는 전통적인 평가 방법으로, 선다형 객관식 평가 방법이다. 여기서
는 대개, 한정된 수의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주어진 척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을
택한다. 간접평가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주 섬
세한 감정에 대한 평가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일부 연구자들은 대부분의 간접평
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간접평가의 실례로는 Hammer & Bennett(1993)의 ‘상호
문화 발달 목록’(The Intercultural Developmental Inventory), Kelley & Meyers(1995)의 ‘상호문
화 적응력 목록’(The Cross-Cultural Adaptability Inventory), Fantini(2000)의 ‘상호문화역량 평
가’(Assess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직접평가는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
으로 나타내거나, 답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이나 기능을 직접적으로 측정 평가하
는 행위이다. 직접평가 방식으로는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역할극, 토론, 면담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직접평가는 자신의 지식이나 행동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게 한다
는 장점이 있지만 자료 수집과 분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직접평가
의 예로는 Intercultural Dialogue(2008), European Language Portfolio(2009), Autobiography of
Intercultural

Encounters(2009),

Autobiography

of

Intercultural

Encounters

through

the

Internet(2018) 등이 있다. 종합평가는 직접평가와 간접평가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혼합평가라고도 불린다. 상호문화역량의 평가는 단순한 객관식 평가로는 측정이 불가능
하므로, 질적, 양적 평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혼합평가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Deardorff(2006:241)는 면담, 관찰, 자신 및 타인에 의한 판단 등의 직접평가와
설문을 통한 양적 방법 즉, 직접, 간접 평가 모두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혼합평가 도구의 좋은 예는 Lies Sercu et al.(2005), INCA(Inter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 2009), Intercultool(2009), V. Timpe(2013) 등의 연구가 있다.
3. 외국어 교육에서 상호문화역량 평가의 실제와 과제
교육에 있어 상호문화역량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호문화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정확한 청사진은 없다.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모든 교육적, 문화적 활동은 상호문화적이다라
고 할 수 있고, 국내 교육 현장에서 상호문화라는 개념을 도입한 지 이미 10 년이 지났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상호문화적 접근을 적용한 수업이나 평가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국내
학계에서 상호문화관련 연구는 1990 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2004 년부터 서서히 증가
하기 시작하였고, 2010 년 이후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상호문화역량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상황인데, ‘중등교사들의 다문화적 인식에 대한 연구(모경
환 외, 2007)’, ‘한국어 교사의 상호문화인식 조사 연구(나원주 외, 2016)’,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육에서의 상호문화접근법 적용 방안 연구(서영지, 2016)’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상호문화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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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문화간감수성, 다문화감수성 등의 용어로 이루어진 연구도 소량 있
다. 세계화의 필수 역량, 유네스코의 교육 목표, 유럽평의회 교육 분야의 주된 테마, 국내 교육
과정 목표 등, 상호문화역량이 갖는 위상에 비추어볼 때,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와
실행은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에게 상호문화의 개념과 수업적용방안과 관련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현장의 교사들은 ‘다문화’라는 용어에는 익숙하지만, ‘상호문화’라는 용어는 생소해할 수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교사연수를 통해서 용어의 개념적 차이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다양한 상호문화적 수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수업현장에 접목할 수 있
는 상호문화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상호문화역량 평가 관련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기관 또는 국가기관에
서 다문화 평가와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는 실시된 적이 있지만, 상호문화역량
의 평가와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는 실시된 적이 없다. 실제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상호문화역량 평가가 실시된 연구가 많다. 국내의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에서도 관련 연구에 관심을 갖고 지원함으로써 상호문화역량의 현주소를 알고 개선방안
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셋째, 상호문화역량의 계발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과업이
다. 유럽평의회에서 개발된 몇몇 프로그램들은 개개인의 상호문화역량을 측정하고 자기
평가와 자기반성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국내의 연구자 및 개발자들은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이를 수정 보완하여 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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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학습자들의 프랑스어 텍스트의 읽기전략과 독해활동 평가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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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표에서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프랑스어 신문기사(별첨참조)를 읽는 과정에서 기사
라는 장르를 파악하기 위해 기반을 두고 읽은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요소
들에 놓인 안구의 고정시간을 독해활동에 대한 평가와 연결하여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
자 한다. 아래의 내용은 한국인 프랑스어 학습자 9 명과 원어민 6 명의 읽기활동을 안구
운동추적기를 사용하여 관찰한 실험결과다.
I. 장르 파악을 위한 안구운동 양상
한국인 피험자들이 장르 파악을 위해 기반을 둔 요소들은 대부분 첫 번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데, 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Diplomatie”, 큰 글씨로 쓰인 제목, “Kim
Jung-Un”, “publié le 10/05/2018”, 두 번째 텍스트에 있는 사진이다. 이들 중에는 신문의
난(欄/rubrique)인 “Diplomatie”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주의 깊게 읽은 피험자가 있는
반면 읽지 않은 피험자가 있으며, 기사의 발간 정보인 “publié le 10/05/2018”를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는 전략에 따라 읽지 않은 피험자도 있다. 이처럼, 동일한 목적으로 이루
어지는 읽기활동에서도 피험자의 읽기경험이나 독해과정에서 사용하는 읽기전략에 따라
다양한 요소가 선택되며, 다른 요소들이 선택된다. 물론, 많은 피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선택되는 요소들이 있다.
그렇다면 장르를 파악하도록 유도하는 언어 및 비언어적 요소(차별된 서체, 위치, 사진
등)를 읽을 때에는 특별한 안구운동 양상이 나타나는가? 우리는 한국인 피험자들이 공
통적으로 언급한 “Diplomatie”와 “publié”의 읽기에서 안구의 평균 고정시간1)보다 몇 배
더 긴 시간의 고정점이 놓인 것을 확인했다. 안구의 고정시간은 독자가 단어의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시간이다.

1) 통상적으로 영어텍스트를 읽을 때 나타나는 시선의 고정시간은 최소 100ms에서 500ms사이에서 이루
어지고 대부분 150-300ms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피험자들의 개인적인 평균 고정시간을 기준으
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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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 피험자들의 읽기양상
1.1 Diplomatie
한국인 피험자들 중에서 “Diplomatie”가 텍스트의 장르파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증언한 피험자는 단 2 명, A 과 F 뿐이다. “Diplomatie”의 의미를 학위논문 또는 외교논문
으로 안 피험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F 의 경우, “Diplomatie”에 0.19ms, 0.216ms, 0.416ms, 0.15ms 의 고정점이 놓여있다. 이
고정점들은 F 의 평균 고정시간인 0.207ms 와 비슷하거나 약 두 배 긴 고정점을 포함한
다. F 는 “Diplomatie”가 텍스트의 지면에서 구별된 위치에 놓여 있어 주의를 끌었다고
증언하며, “Diplomatie”를 독해하면서 기사가 외교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텍스트를 읽기
전에 예측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F

1.2. publié le 10/05/2018
한국인 피험자 B, C, D 에게는 “publié le 10/05/2018”가 주의를 많이 끈 것으로 관찰된
다. 텍스트의 하단에 위치한다는 점과 숫자로 구성된다는 점이 큰 역할을 했었을 것으
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B 의 경우, “publié”에 0.633ms 의 고정점이 나타났는데, 평균 고정시간 보다
약 3.2 배 길며, C 의 경우는, 0.333ms 으로 평균 고정 시간보다 약 2 배 길며, D 의 경우
는 0.7ms 의 고정점이 나타나 약 3.2 배 길다.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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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어민 피험자들의 읽기양상
2.1. Diplomatie
여섯 명의 원어민 피험자 중에서 다섯 명의 읽기에서 “Diplomatie”에 평균 고정시간보
다 약 2 배 이상에서 4 배가 더 긴 고정점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K 과 P 의 읽기에서는
0.533ms 의 고정점과 0.517ms 의 고정점이 나타났다. 이 시간은 평균 고정 시간에 비해
2.5 배에서 4 배 더 길다.

K

P

2.2. publié le 10/05/2018
K, L 와 M 의 읽기에서는 publié 에 고정점이 나타나지 않고 le 에 나타난다. 반면, N 의
읽기에서는 0.208ms 의 고정점이 나타났지만, 평균 고정 시간과 비슷하며, P 의 읽기에서
는 0.292ms 로 조금 더 길다.

K

M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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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독해활동에 대한 평가
우리는 피험자들이 장르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은 요소로 텍스트의 지면에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인 여러 요소들을 언급했다는 점을 통해서, 이들이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지
각한 요소들의 의미 및 기능을 상호작용하여 이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장르를
파악하도록 유도하는 언어 요소에 놓인 고정점 중에는 평균 고정 시간에 비해 약 2 배
에서 4 배 더 긴 고정점을 포함한다는 특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것은 단어 및 구문을
읽을 때 그 의미를 파악할 뿐 아니라, 텍스트에 놓인 차별화된 위치나 차별화된 서체를
통해서 그 단어나 구문의 기능까지도 함께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언급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피험자들이 장르를 유도하는 언어 및 기능
에 대한 지식에 따라 상이한 전략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특별히 긴 시간의 고정점이 한
국인 피험자들의 읽기에서는 “Diplomatie”보다는 “publié”에, 원어민 피험자들의 읽기에서
는 “publié”보다는 “Diplomatie”에 더 많이 나타나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우리가 “Diplomatie”와 “publié”가 전달하는 정보를 비교한다면, “Diplomatie”가 텍스트
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publié”에 비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인 학습자들의 읽기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
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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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초급 학습자의 프랑스어 발음 평가 방법 연구
김선희
(서울대학교)

1. 서론
유럽공통참조기준(CECR)에 따른 프랑스어 능숙도 평가는 언어 능력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로서 기본적으로 이해 능력과 표현 능력에 대한 평가로 구분한다. 이해 능력은 다
시 듣기와 읽기 능력으로 세분화되고, 표현 능력은 말하기와 쓰기 능력으로 분류된다.
언어 능력을 이와 같이 구분할 때, 발음 평가는 말하기 평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
나, 실제로 발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유럽공통참조기준(CECR)에 제시되어 있
지는 않다.
프랑스어 교육의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발음에 대한 교육이나 평가는 상대적으로 비
중이 적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rry-Benit, & Pillot-Loiseau, 2014). 그럼에
도 불구하고 초급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정확한 발음과 억양을 배우는 것은 이후 말하기
능력의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발음법에 대한 교육과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
은 또한 주지의 사실이나 실제로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Wachs 2011, Lauret 2007, Herry-Benit, & Pillot-Loiseau, 2014). 본 연구는 대학에서 프랑
스어를 배우는 초급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음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하
여 그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들의 발화를 수집하고,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일반적으로 말하기 평가는 이해도(compréhensibilité)와 명료도(intelligibilité), 그리고 외
국어 억양도(accent étranger)를 중심으로 하여 발음, 운율, 유창성, 이해도 등의 분석적 요
소를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한다(Munro & Derwing 1995, Herry-Benit, & Pillot-Loiseau,
2014, Santiago 2019). 본 연구는 초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따라 읽기 테스크에 대한
평가로서 유창성를 제외한 이해도, 발음, 운율의 세 가지 분석 점수와 총괄 점수를 기준
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발음 평가를 위한 텍스트로는 Abry (2007)에서 평가용으로 제시한 8 개의 문장을 이용
하였다. 이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초급학습자들에게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음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각 학습자들에게 평가를 위하여 제작된 인터넷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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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개별적으로 접속한 다음 각 문장들을 원어민이 발화한 녹음된 문장을 듣고 따라
읽도록 지도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 2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의 발음에 대한 평가는 녹음된 학습자들의 문장을 듣고 총괄 점수와 분석 점수
로서, 발음, 운율, 이해도에 대한 점수를 각각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가자로
는 FLE 석사 과정을 수료한 프랑스 원어민 한 명과 음성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프랑
스에서 교수와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두 명의 프랑스인이 참여하였다. 각 평가자는 학
습자의 발화를 듣고 총괄 점수와 분석 점수를 7 점 스케일로 부여하도록 안내하였다.
추가적인 평가로 각 학습자가 발화한 문장에 대한 발음에 대하여 음성 분석툴인 Praat
를 이용하여 각 문장을 음소 단위로 듣고 잘못 발음된 음소를 찾아서 그 숫자를 제시하
도록 하였다. 운율 평가를 위해서는 전체 발화를 리듬구와 억양구로 분리한 다음 각 학
습자가 잘못 발화한 리듬구나 억양구의 숫자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평가자로는 음성학
전공자로서 프랑스어 발음 수업을 진행하는 한 명의 교수가 참여하였다.
3. 실험 결과
다음 [표 1]은 10 명의 학습자들이 발화한 8 개의 문장에 대하여 전문 평가자들 3 명이
수행한 총괄 평가 점수 분석 점수에 대한 평균값을 보여준다.
<표 1> 평가 결과
Sujet

Score holistique

pronunciation

prosodie

compréhensibilité

S1

5.33

5

5.67

5.33

S2

5.33

5

6

6

S3

3.67

3.33

5

3.67

S4

6.33

5.67

7

6.33

S5

5.67

6

6.33

6.33

S6

5.67

6

6

6.33

S7

4.67

4.67

5

5

S8

5

5

6.33

5.33

S9

3.33

3

4.67

3.33

S10

3.33

3.67

4.33

3.33

Average

4.83

4.73

5.63

5.10

학습자들의 총괄 점수(Score holistique) 평균은 4.83 이었고, 이 총괄 점수와 개별 분석
점수인 발음, 운율, 이해도와의 상관계수(Pearson's r)는 각각 0.95, 0.92, 0.98 로 높은 상
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발음에 대한 미시적 평가로서 수행한 발음 오류 분석의 결과 전
체 점수와 오류 수와의 상관계수는 –0.75 로서 역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운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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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운율구 경계 오류는 학습자들의 오류가 1 개인 경우가 4 사람, 2 개인 경우가 한
사람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오류를 보이지 않아 분석에 적절하지 않아 결과에서 제외하
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프랑스어를 배우는 초급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음 평가 항목을 제안
하고 제안한 방법이 유효함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문 평가자들에
게 평가 항목으로 총괄 점수와 발음, 운율, 이해도로 구성된 분석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
였다. 또한, 음성 분석 툴을 이용하여 발화된 모든 음소를 기준으로 오류 수를 추출하였
다. 실험 결과 총괄 점수와 분석 점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음소 오류 수와
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제안한 발음 평가 항목이 유용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발
음 평가에 있어서 제안한 바와 같이 전체 점수와 분석 점수로 나누어 평가하고, 음소를
기준으로 오류 수를 추출하는 것이 초급 프랑스어 학습자의 발음 평가에 있어서 유용하
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발음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평가 방법
을 제안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발음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이
후 자동 발음 평가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연구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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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C 기반 코스웨어를 활용한 자가 평가 활동이
B1 프랑스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장니나
(부산외국어대학교)

I. 연구 필요성
현재의 프랑스어 원격학습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인 MOOC 를 활용하여 구축한 멀티미
디어 환경 안에서 공간적,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자료에 의해 상호작용과 사회문화 능
력을 학습하여 마침내는 프랑스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오늘날 언어 교수 경향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
키는 교육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과 못지않게 과정을 중시하되 언어의 실제적이
고 적절한 사용이 전제된 교수를 지향하며 언어를 통해 정보 획득과 개인적 목적에 따
른 성공적인 언어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표현의 사
회화용적 오류를 줄이고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사실적인 목표문화에 친밀
해짐으로써 사회문화적 맥락에 어울리는 말하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특
히 MOOC 강의가 자가 학습, 상호 학습 및 자가 평가를 교수법의 틀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II.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B 대학교 프랑스어 전공자를 중심으로 한 코어 집중반 B1 프랑스어
학습자이며 자율적인 자가 평가가 가능하였다.
연구 도구는 «Vivre en France B1» MOOC 강의로 90 시간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각
시퀀스는 실용적인 사회문화 주제를 중심으로 멀티미디어 자료가 활용되었다.
연구 방법은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화, 실제적 자료 활용, 상호 활동, 협동적 학습을 토
대로 다른 언어 기능과의 통합 교육을 위해 전략적 재생산이 될 수 있음을 자가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관찰되었다. 방법론적으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상호활 동과 표현 능력을 연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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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자가 평가 활동은 학습자가 성취감을 느끼고 부족한 부분을 스스
로 깨닫게 됨으로써 동기가 유발되는 동기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
자가 의사소통 상황에 적합한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두 가
지 이상의 기능을 동시에 측정하는 통합 평가를 시도해 볼 수도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논의는 다음과 같다. 언어적 의사소통의 오류
에 대한 선행연구는 언어표현의 적절성 실패와 언어와 연계된 문화의 문제에서 야기된
실제적인 말하기 능력의 부족을 지적해왔다. 이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의 맥락화 능력
과 충분한 듣기 입력 및 여러 기능의 통합적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논의를 위해 문화이해 능력을 연계한
기능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 관점에서 총제적 교수법을 적용 해보았다. 이를 위
해 중·고급 학습자인 B1 단계에서 MOOC 기반 코스웨어를 통한 자가 평가 활동을 함으
로써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국 의사소통이 가지는 총체적인 변인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학습자가 현실세계
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회문화 기능의 구축과 유창성 및 정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읽기 연습을 한 뒤 적합한 과제를 수행하고 듣기와 말하기의 연계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MOOC 기반 디지털 협력 원격학습은 언어 이해와 표현의 통합 그리고
어휘, 문법, 음성과 듣기, 읽기, 쓰기를 위한 자가평가 활동을 바탕으로 프랑스어권 문화
를 습득하고 충분한 자가학습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러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자가 평가 활동은 가상 현실 컨텐츠
로 가상 의사소통 공간을 체험하는 학습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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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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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특수어 교육과정과 평가 활성화를 위한
주류 언어권의 최신 연구 동향(영어 1, 4)

[Session 8] 영어 1: 교육과정과 교재 내용 연구
장소

좌장

204호

나경희(충북대)

국내외 영어교과서 비교 분석을 통한 영어과 교육과정의 능숙도 목표수준(TLEP) 설정 방안
13:00~13:25

발표

이문복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토론

이귀분(배재대)

An Analysis of Kinship Metaphor in North Korean English Textbook
13:25~13:50

발표

Jeong-ryeol Kim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토론

이제영(전주대)

A corpus study on Chinese university EFL writing
: A Multidimensional Comparison
13:50~14:15
발표

Miao Yu
(Soogsil Univ.)

토론

황은경(명지대)

[Session 9] 영어 4: 교육과정과 수업 내용 연구
장소

좌장

205호

표경현(단국대)

자기조절학습 전략 중심 수업이 L2 학습자의 영어 독해능력에 미치는 영향
13:00~13:25

발표

주용균(과천외고)
맹은경(아주대)

토론

황정희(평택대)

The Effects of Peer Review Interactions on Korean College Students’ Writing
13:25~13:50

발표

권은숙(계명대)
김신혜(계명대)

토론

고정민(성신여대)

한국 대학생과 원어민이 작성한 에세이에 나타난 텍스트 응집력의 특성 분석
13:50~14:15

발표

이영주(한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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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Kinship Metaphor in North Korean English Textbook
Kim, Jeong-ryeol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Understanding kinship terminology in their literal and figurative use help understand the
language community and culture. Since Levi-Strauss (1949) published his important work on
the elementary structure of kinship, kinship researches provide an important window to
understanding the underlying cultural meaning of organizing kinship terms in communities. If
we are in position to analyze several decades of the use of kinship terminology, a sense of
diachronic changes can be drawn from the analytic results as to how the literal and
figurative uses of kinship terminology have changed and insights can be gained as for its
underlying structure of pedagogic intentions of the stakeholders in the English textbooks.
National textbooks often represent the intention of the government to monopolize the
education in such a direction for engineering the state and its future generation to the
benefits of the stakeholders which appear to be unjust to researchers of recent history
education dispute at the end of the first female president Park’s regime in South Korea.
(Lim, 2016; Yoon, 2006) Close kinship terms such as father, mother, sons and daughters
extend its reference to the structure of the society and the community from the literal use of
blood-related kin. Kim (2015) states in his Korean kinship study that the close kinship
terminolog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xtension and use of these terms in their
cognitive structure of the language community. Kinship terms reflect social relationship based
on the biological relations. By enforcing kinship on the people, it labels the person with
obligations and duties in addition to the membership of the very exclusive community
(Gellner, 1960; Needham, 1960; Barnes, 1961; Beattie, 1964). Beattie (1975) stated that the
kinship is socially formed for the religious and political camaraderie as single force
supporting or opposing to other kinetic groups.
This study explores the use of close kinship terminology in North Korean English
textbooks from 1990s to 2010s as to how these close kinship terms are used based on the
English textbook corpus. To this end, the paper extracts a list of close kinship words in
context by looking at the statistical frequency of their occurrences in the textbooks, and
analyze the context of its appearance to structure the distribution of lexical meaning. These
lexical meanings are analyzed whether or not they are used metaphorically, and what
figurative connection can be elicited from the figurative use, and what sort of metaphorical
derivation can b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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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rpus study on Chinese university EFL writing:
A Multidimensional Comparison
YU MIAO(Chinese)
(Soongsil University)

I. Introduction
The dozens of studies on Chinese L2 writing carried out since 1990s have mostly focused
on discussing problems of Chinese students’ L2 writing. All the linguistic features of Chinese
university students’ L2 writing may be more important for students adjusting to university
life. To explain more fully the nature of the tasks that incoming Chinese university students
encounter, this article undertakes a comprehensive linguistic description of the range of
written essays at Chinese universities. Specifically, the article describes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register variation with a sub-corpus of written English corpus of Chinese learners
in the universities of China (WECCL 2.0, 2009) and the Louvain Corpus of Native Speaking
students (LOCNESS). The analysis shows the differences of linguistic features between the
two corpora.
II. Multidimensional Analysis
Biber (1988) identified five main dimensions of variation (see Table 1) in a general corpus
of spoken and written register. Factor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the groups of linguistic
features associated with each dimension. The dimensions represent the co-occurrence
distributions of 67 linguistic features across 481 spoken and written texts of contemporary
British

English.

The

texts,

taken

from the

Lancaster-Oslo-Bergen

Corpus

and

the

London-Lund Corpus, represent 23 major register categories (e.g., academic prose, press
reportage, fiction, letters, conversations, interviews, radio broadcasts, public speeches). Most of
the dimensions consist of two grouping of features, one with positive and the other with
negative loadings. The positive and negative sets represent features that occur in a
complementary pattern. That is, when the features in one group occur together frequently in
a text, the features in the other group are markedly less frequent in that text, and vice ver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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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Biber’s (1988) Factor Analysis for linguistic features
Feature

Example

Dimension 1: Involved versus informational production

Positive features (involved production)
Private verbs

think, know, believe

that-deletions

I think [0] he went

Contractions

can’t, she’s

Present tense verbs

is, likes, wants

Second-person pronouns you
do as pro-verb so did Sandra
Analytic negation

that’s not likely

Demonstrative pronouns this shows
General emphatics

really, a lot

First-person pronouns

I, we

Pronoun it

I didn’t like it

be as main verb that was sad
Causative subordination

because...

Discourse particles

well, any way

Indefinite pronouns

nothing, someone

General hedges kind of, something like
Amplifiers

absolutely, extremely

Sentence relatives
wh-questions

Bob didn’t study at all, which is usual for him

Why did you go?

Possibility modals

can, could, may, might

Non-phrasal coordination Sally was biking last weekend and then she
wh-clauses

Jill asked what happened

Final prepositions

the candidate that I was thinking of

Negative features (informational production)
Nouns community, case
Word length

---

Prepositions

of, i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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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token ratio --Attributive adjectives

good, possible

Dimension 2: Narrative versus nonnarrative discourse

Positive features (narrative discourse)

a

Past tense verbs

considered, described

Third-person pronouns

he, she, they

Perfect aspect

had been, has shown

Public verbs

said, explain

Synthetic negation

no answer is good enough

Present participial clauses

Having established the direction, we can now…

Dimension 3: situation-dependent versus elaborated reference

Positive features (situation-dependent reference)
Time adverbials

early, instantly, soon

Place adverbials

above, beside, outdoors

Adverbs

always, significantly
continued on next page

Negative features (elaborated reference)
wh-relative clauses in object positions

something which everybody can do

Pied piping constructions the way in which this happens
wh-relative clauses in subject positions
Phrasal coordination

those who retain inhibitions

salt and pepper

Nominalizations extension, proposition

Dimension 4: Overt expression of persuasion

Positive features (overt expression of persuasion)
Infinitives

hope to go

Prediction modals
Suasive verbs

will, would, shall

command, insist, propose

Conditional subordination if you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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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ity modals

must, should, have to

Split auxiliaries should really be
(possibility modals)

can, could, might

Dimension 5: Nonimpersonal versus impersonal style

Negative features (impersonal style)
Conjuncts

however, therefore

Agentless passives

The same mechanism was analyzed on each

Past participial adverbial clauses
by passives

Directed by Twill, the production is delightful

He was surrounded by a ring of men.

Past participial postnominal Clauses
Other adverbial subordinators

the course chosen by the large majority

since, while, whereas

II. Results and discussion
2.1 WECCL and LOCNESS with University Registers along the five dimensions
(Biber, 2002)
2.1.1 Dimension 1: Involved Versus Informational Production
Spoken and written university registers were completely polarized along Dimension 1 in
Figure 1 below. All written registers had large negative scores, reflecting a frequent use of
the negative features on Dimension 1 (e.g., nouns, word length, prepositions, type/token ratio,
attributive adjectives; see table 1 above), coupled with the relative absence of positive
features on this dimension.
A noticeable difference is found in Dimension 1 scores between the two sub-corpora in
terms of informationality. Compared with essays in LOCNESS sub-corpora (-88.2), those in
WECCL sub-corpora (-70.5) are significantly skewed toward ‘involvedness,’ suggesting that
Chinese university students tend to incorporate more spoken language features in their
English academic essays than the English native-speaker university students.
Chinese university EFL students are found to use private verbs, present tense verbs, do as
pro-verb, analytic negation, pronoun it, indefinite pronouns, and amplifiers, actively in essays,
while they use demonstrative pronouns, be as main verb, causative subordination, and
non-phrasal coordination less frequently than American and British universit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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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Dimension 2: Narrative Versus Non-narrative Discourse
The university registers are characterized by the absence of narrative features. The written
registers --- especially other campus writing and course management --- have especially large
negative scores, representing an extremely low quantity of narrative features (Biber, 2002).
But the Dimension 2 scores of WECCL and LOCNESS are 5.9 and 10.9, respectively, which
indicates that the essays in both sub-corpora are categorically narrative.
Compared with English native-speaker university students, Chinese university EFL students
are found to use third-person pronouns and synthetic negation less actively in essays.
2.1.3 Dimension 3: Situation-dependent Versus Elaborated Reference
Dimension 3 shows that spoken university registers with large positive scores commonly
rely on directly situated reference, as reflected in their frequent use of adverbials that refer
directly to the time and place. At the other extreme, written registers like textbooks and
course backs are characterized by a dense use of relative clauses and phrasal coordination,
reflecting styles of referring that are minimally dependent on the situational context. Other
campus writing is by far the most elaborated register along this dimension. The Dimension 3
scores of WECCL and LOCNESS are -2.0 and -0.1, respectively, which indicates that the
essays in both sub-corpora are elaborated. This discourse is not only explicit but also “tend
to be integrated and informational” (Biber, 1988:110).
Compared with English native-speaker university students, Chinese university EFL students
are found to use wh- relative clauses in subject positions, phrasal coordination and
nominalizations actively in essays, while they use time adverbials and adverbs less frequently
than American and British university students.
2.1.4 Dimension 4: Overt Expression of Persuasion
All spoken university registers use these features relatively frequently (see Figure 4), and
two of these registers---classroom management and office hours---are especially marked for
their dense use. They are more persuasive /argumentative in Dimension 4.
The Dimension 4 scores of WECCL and LOCNESS are 9.1 and 8.2, respectively, which
indicates that the essays in both sub-corpora are overtly persuasive /argumentative. Chinese
university EFL students are found to use conditional subordination actively in essays.
2.1.5 Dimension 5: Nonimpersonal Versus Impersonal Style
Surprisingly along Dimension 5, WECCL and LOCNESS with all spoken registers are
marked by the absence of these passive constructions whereas all written registers use pa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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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frequently. The scores of WECCL and LOCNESS are 2.8 and 2.7, respectively,
which indicates that the essays in both sub-corpora are nonimpersonal. Chinese university
EFL students are found to use conjuncts, agentless passives and other adverbial subordinators
actively in essays.
III. Conclusion
As an essential influencing factor in the overuse and underuse of certain linguistic features,
the mother tongue transfer needs to be paid more attention by students. More knowledge
about English culture and the way to write needs to be taught in class to acquaint students
with English thinking patterns. In English teaching, especially in English writing teaching,
teachers ought to guide students to get rid of the interference of mother tongue mindset to
produce more authentic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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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학습 전략 중심 수업이 L2 학습자의 영어 독해능력에 미치는 영향

주용균(과천외국어고등학교/교사)
맹은경(아주대학교/교수)

I. 서론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이 전국 초·중등학교에서 시행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새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새로
운 교수방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김덕년 2017). 새로운 교수방법이 추구
해야할 핵심적 가치는 바로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는 지식을 학습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교
수방법에

대한

필요성은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는

자기조절학습

(Self-Regulated Learning: SRL) 이론이 추구하는 학습의 관점과 일치한다. 정보통신과 디
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 매체의 지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21 세기 교실에
서는 더 이상 지식의 원천이 교사와 교과서로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습자가 이러
한 매체를 통해 능동적으로 학습을 전개하고 스스로 지식을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자기조절학습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고등학교 영어 독해 수업에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학습자의 영어 독해능력과 정의적 태도의 변화를 양적, 질적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보
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자기조절학습 전략 중심 수업이 고등학교 학생의 영어 독해능력을 향상시
키는데 효과적인가?
연구문제 2: 자기조절학습 전략 중심 수업이 영어 독해 수업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학
습 태도 및 인식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2.1 자기조절학습의 정의
자기조절학습은 교실에서 학습자가 지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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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학습자가 스스로 인지적, 동기적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의 학습을 통제하고 조절
할 수 있다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론이다. Zimmerman(1986; 1989)은 인지조절, 메타인
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과 같은 학습 전략을 복합적이고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학습
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학습을 구성하는 능동적인 학습전략으로 자기조절학습을 정의
하였다.
2.2 자기조절학습과 관련된 선행연구
자기조절학습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교과의 특성상 수학 교과(김희수, 2000; 허재은과
김홍찬, 2014)나 과학 실험(정영란과 안미경, 2010; 정시화 외, 2014) 등에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적용한 연구가 많다. 그러나 영어 교과에서는 자기조절학습 전략과 관련된 연구
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그 대상도 초⋅중학생(Lavasani 외, 2011; 김영수, 2002; 홍성
훈, 2008) 그리고 대학생(오선아와 신경구, 2006; 석진이, 2010)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
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활용한 영어 독해 수업
이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설명식 강의를 진행한 수업에 비해 학습자의 영어 독해능력과
정의적 태도 면에서 어떤 차이와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G 외국어고등학교 3 학년 영어과 2 개 반을 각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선택하였다. 두 집단의 구성을 표로 나타내 보면 <표 1>과 같
다.
<표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

실험집단
통제집단

남
9
8

여
16
17

계
25
25

전년도 학기말 종합석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학급을 편성하였으므로 동질집단일 것으
로 가정하였고, 실험 전 영어 독해력 평가지를 활용한 사전검사를 통해 영어 독해능력
에 관해 동질집단임을 확인하였다(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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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업 설계 및 절차
수업 교재는 실험참여자들이 고등학교 3 학년 학생임을 고려하여 EBS 교육방송 영어
문제집을 활용하였으며, 실험집단에는 교재에 대한 교사의 일체의 직접적인 설명이나
해설 없이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기반으로 한 수업을 진행하였고, 통제집단에서는 전통
적인 문법-번역식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2018 년 3 월 셋째 주~ 7 월 둘째
주까지 총 18 주 동안 주 3 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실험집단의 수업의 절차는 <그림 1>
과 같다.

자기조절학습의 취지와
절차 설명 (수업 초기)
수업목표 제시
(의사소통 요소, 문법적 요소, 과제의 분량)

자기조절학습의 요소 활용
(주의 집중, 정교화, 조직화 전략)

학습자 지원 전략
(학생간 질의응답, 디지털 환경 제공, 교사 지원)

체크리스트 활용
(학습 상황 공유, 상호 피드백)

수업 완성

<그림 1> 실험집단에 적용된 수업의 절차
3.3 연구 도구 및 분석 방법
연구자와 동료교사가 각각 2016 년과 2017 년에 학교 중간, 기말고사를 위해 제작했던
시험 문제를 사전, 사후 검사지로 사용하였다. 총 30 문항으로 사전, 사후 검사지가 동일
한 유형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제 3 의 집단에게 일주일 간격으로 두 개 세트의 시험
지를 풀어보도록 투입한 결과, 두 시험지 세트의 평균이 유사하였으므로(M= 88.24,
89.13, p= .096), 두 시험지의 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두 세트를 사전과 사후
검사지로 활용하였다.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및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수업 과정이나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개방형 설문지를 총 3 차에
걸쳐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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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논의
4.1 자기조절학습 전략이 영어 독해능력에 미치는 영향
<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영어 독해능력 비교

사전
사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실험

25

89.02

10.12

통제

25

88.96

11.44

실험

25

94.38

9.41

통제

25

89.25

12.03

t

p

-6.32

.531

2.493*

.017

<표 3> 실험집단의 사전, 사후점수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집단
실험
통제

N

평균

표준편차

사전

25

89.02

10.12

사후

25

94.38

9.41

사전

25

88.96

9.84

사후

25

89.25

8.92

t

p
*

3.213

.009

-1.307

.221

4.2 학습자의 태도 및 인식의 변화
4.2.1 부정적 태도 및 인식의 개선
<표 5> 부정적 범주의 키워드의 변화

키워드

1차

2차

3차

성적불안

16

8

2

자기불신

12

7

2

교사불신

9

7

4

특정활동 불만

15

10

12

교사개입 갈망

14

9

5

계

66

41

25

4.2.2 긍정적 태도 및 인식의 변화
<표 6> 긍정적 범주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

키워드

1차

2차

3차

기대감

8

2

0

자율성

9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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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동기

3

6

12

효율성

3

10

15

메타인지 전략

1

4

13

자기효능감

0

0

9

계

24

30

65

V. 결론
1.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활용한 영어 독해 수업은 학습자의 영어 독해능력을 향상시키
는데 효과적이다.
2.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방형 설문을 분석한 결과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적용
한 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 키워드는 성적 불안, 자기 불신,
교사 불신, 특정 활동 불만, 교사 개입 갈망 등이었는데 실험 진행의 과정 속에서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3. 긍정적인 범주에 속하는 키워드는 기대감, 자율성, 학습동기, 효율성, 메타인지 전
략, 자기효능감 등으로 나타났는데 수업 초반에 새로운 방식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
를 나타내는 ‘기대감’을 제외하고는 실험 과정 속에서 모두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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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eer Review Interactions on Korean College Students’ Writing
Kwon, Eunsook & Kim, Shinhye
(Keimyung University)

I. Introduction
Over the past few decades, many writing instructors have been trying to incorporate peer
review activities in writing instructions in the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EFL) context
and have been convinced of their positive effects on motivation, attitude, and even on writing
quality (Allaei & Connor, 1990; Mittan, 1989). Language learners are required to be joined
in interactive activities to have an opportunity to negotiate meaning and learn from peers to
promote their L2 development. Both L2 writing teachers and students are concerned about
peer review activities’ effectiveness.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effectiveness, this study
attempts to describe how Korean college students give peer reviews and make revisions on
their writings and how their revisions influence their writings by verifying wi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on peer review in Korean EFL context. It also observed how Korean
college students perceive the peer review experiences. These are the research questions of the
study:
1) What types of peer reviews and revisions are made by Korean college students during
the peer review process?
2) How do Korean college students perceive the peer review experiences?
3) What are the effects of peer review interactions on Korean college students’ essay
writing?
Ⅱ. Literature Review
A number of studies in L2 writing has suggested the importance of revision in writing
(Sommers, 1980). To assist writers to revise the subsequent drafts, teachers take a careful
look at determining what kind of feedback and revision has the greatest effect on improving
students’ writing quality. Some researchers employed numerous different taxonomies (Berg,
1999). For example, Bridwell (1980) and Sommers (1980) analyzed revisions on a linguistic
level (words, clauses, sentences), and on a level of operation (addition, deletion, sub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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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ther hand, Faigley and Witte (1981) were interested in examining revisions that
either affected meaning (meaning changes or surface changes). The surface change is further
divided into the following subcategories: addition, deletion, substitution, permutation,
distribution, consolidation, and reordering. The text-based were divided into micro-text-based
changes and macro-text-based changes. It shows that experienced writers more frequently
made meaning changes, whereas inexperienced writers mostly made surface revisions. It
seemed that the revision types of experienced writers would be more likely to result in
improved writing than types common to novice writers. Kim (2014) used two-tiered revision
types. The first tier consists of five categories: change in surface feature, change in style and
expression, addition and deletion of new idea, extension and reduction of existing idea, and
re-organization. The second tier is based on the scope of change word, phrase, or sentence
level.
Ⅲ. Method
3.1 Participants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ere twelve freshmen and sophomore undergraduate students
(11 females and 1 male) from a student-run English university newspaper club in a
metropolitan city in South Korea. In the peer review project, participants were mixed with
English and non-English majors and had not experienced the writing essay before entering
the university. Data was collected during the peer review project for 15 weeks. All
participants were native Korean speakers and had a variety of English proficiency levels from
beginning to advanced level. 12 participants made up six pairs randomly during the peer
review activity based on the C-test results conducted before the project. Except one pair,
each pair consists of the same gender because most male students began their mandatory
military service after their first academic year. All participants had not experienced peer
review interactions. The researcher in this study and taught how to write essays and trained
how to perform and join the peer review process.
3.2 Data collectio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during the peer review project. In the
quantitative data, paper-based instruments were used: C-test, pre- and post- surveys, and
checklist. In addition, the analytic and holistic scoring methods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 404 -

2019 한국외국어교육학회(KAFLE) 국내학술대회

of the writing samples were adopted to evaluate the students’ writing outcomes with the
criteria of organization, content, grammar, vocabulary, and mechanics. All three raters
including two native English instructors and the researcher joined in assessing the
participants’ written outcomes. Two native English raters were Canadian English instructors
and proofreaders for the university’s English newspaper in Korea. They were given and
explained how to use the analytic rubrics for rating composition tasks (Brown & Bailey,
1984) revised by the researcher, as well as the holistic rubrics from the Test of Written
English (TWE) by the Educational Testing Service (ETS, 2004) TOEFL writing rubric. For
the qualitative data, this study included interviews, peer review comments, and revisions.
3.3 Data Analysis
For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signs, this study used quantitative analysis with
C-test scores, pre- and post- peer review survey, and analytic and holistic writing scores. The
survey responses are represented on a five-point Likert scale. The revised Faigley and Witte’s
(1981) taxonomy was used to look at the meaning changes or surface changes on a level of
operation (addition, deletion, substitution). At the same time, for qualitative analysis, Ms-word
and Excel format were used with the peer review, revision, and in-depth interview. The data
was sorted to find the coding and categorizing. All codes classified into seven categories
from the peer review checklist: (1) overall comments, (2) introduction, (3) body, (4)
organization, (5) conclusion, (6) grammar and vocabulary, and (7) mechanics. With the
transcribed interview data, the researcher tried to find the meaningful parts with repetitive
reading on the NVivo 11, a coding software. And the data classified the general feelings
about the peer review process, when giving the peer review comments, when receiving the
peer review comments, the impression of the peer, the peer’s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and the reasons of revision and no revision
Ⅳ. Results and Discussion
Most participants recognized that peer review interaction is useful for content, logical flows,
clearing up ideas, sentence structure, vocabulary, and grammar. Although the participants
doubted if peer review interaction was helpful to improve their writing skills, they identified
their own deficient areas to improve and noticed the requirement of continuous study and
attention on their weaknesses. Meanwhile, the participants’ anxiety rose because of providing
critical comments to their peers. They felt that providing comments is not an easy work.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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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ginning of the peer review activity, the participants had little knowledge of each other
well, but during the peer review session they built the closer relationship with their
colleagues and developed their rapport.
During the peer review activity, the participants preferred teachers’ feedback to peers’
feedback because they did not trust their peers’ comments and explanations on their writing.
Also, they were not ready and competent to provide comments to their peers. In the
preferences towards the peer review interaction, the participants liked both teachers’ and
peers’ feedback, face-to-face work, and the written e-mail comments. Meanwhile, the
participants preferred working work with the highly proficient colleagues in the same age to
less proficient colleagues and their seniors. During the interview, some participants mentioned
that they wanted to work with the higher proficient colleagues because the higher-level
reviewers have more linguistic knowledge, but after the peer review activity they recognized
that lower-level reviewers can work on sharing ideas, negotiating the meaning, and joining in
collaborative interactions. The participants preferred receiving comments because corrections
are easily implemented through comments from their peers. However, providing comments
was not an easy task because they had to rack their brains and figure out the parts that
required improvement. The participants also preferred critical comments to compliments
because it helped them improve their writing skills while revising their mistakes.
Ⅴ. Conclusion
The current study explored the types of peer reviews and revisions and also investigate
participants’ perceptions towards peer review interaction during the peer review process. In
the peer review session, the participants paid more attention to addition, and positive praise.
Instead of critical negative comments, participants commended their peers. In the revision
session, the participants made revisions with corrections, additions, and no revision. They
incorporated their peer review comments in their writings and also made more self-revisions
by adding contents. In addition, the participants made no revisions because they might have
had trouble revising the content-related category based on the checklist such as the thesis
statement, topic sentence, essay structure, provoking interest, the flow of ideas, confusing
parts, run-on sentences, coherent response, summary, and the restatement of the thesis
statement.
Over time, the participants became more confident writing the academic essay because they
were less anxious in writing as they repeatedly engaged in the peer review process. After all
peer review and revision sessions, the participants learned how to write an essa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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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own and peers’ drafts, and incorporate peers’ comments. Most participants recognized
that peer review interactions are useful for contents, logical flows, clearing up ideas, sentence
structure, vocabulary, and grammar. During the peer review session, the participants
particularly added the comments about vocabulary, grammar, and discourse markers on their
peers’ drafts. Participants had a chance to examine the target language while generating the
comments to their peers and struggle with right choice of words and grammar structures.
The present study was explored with the limitation of the small sample size and not in a
classroom setting. To provide authentic descriptions of the peer review activity, this research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of peer review. It also
showed how the peer review activity affects students’ writing skills. Future studies can
include different sample size, different English proficiency and grouping, and the students’
identity from the peer review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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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생과 원어민이 작성한 에세이에 나타난 텍스트 응집력의 특성 분석
이영주
(한밭대학교)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자동화된 텍스트 응집력 분석 프로그램인 TAACO(the
Tool for the Automatic Analysis of Cohesion)를 활용하여 원어민 에세이와 한국 대학생이
작성한 에세이 간에 응집력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
는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어민과 한국 대학생 간에 텍스트 응집력의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
르게 나타나는가?
둘째, 텍스트 응집력의 특성이 원어민과 한국 대학생 간에 어떠한 양상으로 다르게 나
타나는가? 즉, 원어민과 한국 대학생의 두 개의 집단으로 유의미하게 분류할 수 있는 응
집력 지표에는 무엇이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TAACO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국 대학생과 원어민의 에세이를 분석
하고 응집력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고찰한 후에, 영어 쓰기교육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텍스트 응집력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과
거에는 연구자가 수작업으로 응집력 지표를 계산했으나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프로그램
이 개발되면서 Writer’s Workbench, Coh-Metrix 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에세이의 응집
력을 분석하였다. 둘째, 최근에 텍스트 응집력만을 분석하는 TAACO 프로그램이 개발되
었고 이를 활용하여 ESL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가 해외에서 수행되었으나, EFL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없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코퍼스는 ICNALE 코퍼스에서 추출한 한국인 대학생 에세이 600 개
와 원어민 대학생 에세이 200 개로 총 800 개 이다. TAACO 프로그램이 생성한 168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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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집력 지표 중에서 정규 분포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여 응집력 지표를 추출하였다.
IV. 연구결과 요약
1. 다변량 분산분석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39 개의 응집력 지표의 평균벡터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원어민과 한국 학생은 다양한 응집력 지표의 사용에 있어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2. 단계적 판별분석
한국 학생 에세이와 원어민 에세이로 구분하는 판별함수는 구조행렬 계수가 0.33 이상
인 응집력 지표가 여섯 개 있으며, 첫 문장과 뒷 문장 두개에 겹치는 기능어, 지시 대명
사, 반복된 내용어 렘마의 빈도, 첫 문장과 뒷 문장에 겹치는 기능어, 어휘적 종속접속
사, 첫 문장과 뒷 문장에 겹치는 내용어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원어민 학생은 기능어,
지시 대명사와 종속 접속사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보다 더 응집력 있는 에세이를 작
성했으며 같은 어휘를 단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적 동일지시를 더욱 많이 사용했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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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Transferability of EFL Learners’ Use of Punctuation
권은영
(육군사관학교)

I. INTRODUCTION
Language transfer (LT) refers to the possible influence of a learner’s first language (L1) on
his or her second language (L2), or on the process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LA).
LT is commonly divided into two components or (potential) aspects: positive transfer, which
designates influence of L1 that accelerates or facilitates SLA, and negative transfer, which
refers to L1 influence that inhibits L2 acquisition (Odlin, 1989).
Domains in which numerous studies of LT have been conducted include phonology, lexis,
morphology, syntax, and pragmatics (e.g., Beebe, 1980; Beebe, Takehashi, & Uliss-Weltz,
1990; Jarvis, 2000; Kwon, 2008; Kwon & Han, 2008; Odlin, 2003; Zobl, 1982). The present
study, however, addresses and element that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from a LT
perspective: punctuation (e.g., Kwon, 2015; Kwon and Park, 2015).
II. LITERATURE REVIEW
1. Colon Usage in English
According to Hacker (2009), the main function of the colon is to draw attention to the
succeeding part of the sentence: that is, to direct attention to the words that follow it. The
present study does not attempt to account for all possible “correct” colon uses. Instead, the
following five categories of usage are recognized: listing (CL1), appositives (CL2), additional
explanation (CL3), quotation (CL4), and other uses (CL5). This schema is summarized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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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sh Usage in English
Table 2 summarizes the three functions of dashes considered in this study: for emphasis
(D1), around appositives (D2), and before dramatic shifts (D3).

3. Comparison of Sentence-Internal Punctuation in English and Korean
Four out of five of the English colon usage categories identified above (see Table 1) are
represented in Korean. Only usage CL4 (before a quotation) is wholly absent. Table 3
summarizes the correspondences by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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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mmarizes the comparison of dash usages between Korean and English.

The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1) Are the Korean EFL college students aware of colons and dashes and of their English
usages?
2) What usages do these learners generate in the two production tasks?
3) Does the presence or absence of colons and dashes in equivalent usages in L1 appear
to influence the learners’ L2 performance?
III. METHOD
1. Participants
Sixty Korean freshmen (28 males and 32 females, aged 20-22) at a university in Seoul,
South Korea (hereafter, Korea) participated in the study.
2.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 questionnaire was employed to gauge participants’ awareness and, for their us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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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ctuation marks, a fill-in-the-blank task was included to provide obligatory contexts and a
free writing task to capture non-obligatory context data. Errors were analyzed according to
five categories of colon usage (listing, appositives, additional explanation, before a quotation,
and other) and to three categories of dash usage (emphasis, appositives, and dramatic shift)
and were coded as omission, addition, misuse, or misplacement.
IV. RESULTS AND CONCLUSION
The results showed that: (1) misuse was the most observed error type for colons and
dashes in the fill-in-the-blank task; (2)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did not attempt to use the
selected punctuation marks in the free writing task; (3) learners’ ability to use colons and
dashes would not have been detectable if two different production tasks had not been
employed; and (4) L1-L2 similarity does not appear to predict the transferability of learners’
punctuation awareness or use—rather, it seems to be their perception of L1-L2 (dis)similarity
that matters most with respect to LT, as highlighted in Kellerman’s (1983) notion of
“Transfer to No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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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Two Types of Pre-listening Activities on Listening
Comprehension of Korean Adult Low-level Learners in ESP Context
정윤정
(한국외국어대학교)

I. Introduction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with English becoming the global lingua franca,
learners began becoming interested in learning English that catered to particular fields.
Combined with the requests for English courses custom-made for particular needs and the
new improvements in educational psychology which underscored the focal significance of the
learners, the field of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SP) started to develop in the 1960s
(Hutchinson & Waters, 1987).
ESP can be categorized into the two subfields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EAP)
and English for Occupational Purposes (EOP). EOP is further subcategorized into English for
Business, English for Medicine, English for Law, English for Shipbuilding, English for
Aviation, and so forth. Among the many subcategories of EOP, one of the most
under-reported areas is English for Culinary Arts. The same is true in Korea, where there
have been very few research articles published related to culinary English, with the exception
of a textbook development study of vocational high schools (Park, Jang, & Park, 2013).
It is particularly surprising that there is a scarcity of research on culinary English in
Korea, since there is a huge market for the food industry and a strong demand for cooks
with sufficient English listening and reading skills. Not only do culinary schools and students
think that English is necessary in the curriculum, but most five-star hotels in Seoul, 11
hotels out of 15 to be exact, require applicants for cook positions to clarify their English
proficiency level (Choi, 2013). According to Internet job portals, some hotels have a
minimum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TOEIC) score requirement for
applicants to apply for cook positions (Incruit, 2017; Saramin, 2015). These data show how
important listening and reading skills are for cooks. Even though students have both the
extrinsic motivation to get a job and the intrinsic motivation to understand recipes in English,
surprisingly, English for Culinary Arts has been under-reported in the ESP literature.
ESP is subcategorized by topic ( EAP and EOP) as mentioned above, and it can als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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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ategorized by research areas as follows. Most research articles in the field of ESP have
been case studies reporting on needs analysis and course development, some on the role of
subject knowledge in instructor expertise, but few on teaching methods. There have been
even scarcer previous studies on listening in the field of ESP. Some might suggest applying
what has been studied in English for General Purposes (EGP) to ESP courses. However, as
Li and Munby (1996) claimed, some of the comprehension strategies for EGP may not be
useful in ESP. Aiguo (2007) echoed their statement by saying that ESP teaching needs its
own methodology in different contexts since objectives and contents are different.
Consequently, tailored teaching methods are crucial in the success of ESP listening lessons,
and empirical studies in specific instructional methods are urgently needed.
Teaching listening deserves the most urgent attention by researchers since listening skills
can affect the development of other English skills (Dunkel, 1991; Rost, 2013; Vandergrift,
2007). Listening skills are often divided into three subskills when taught in classroom,
including listening for gist, listening for details, and making inferences (Song, 2008). This
study focuses on two of these (listening for gist and listening for details) since the listening
materials used (recipes and movie clips) do not have room for inferences. Teaching listening
usually takes place in the form of a pre-listening, during-listening, and post-listening (PDP)
framework.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how to improve listening
comprehension, and schema theory has been recognized as an effective pedagogical theory
when it comes to comprehension (Anderson, 1978; Anderson & Lynch, 1988; Carrell, 1984;
Rumelhart, 1980). Schema theory claims that both top-down processing, which is to
comprehend input using background knowledge, and bottom-up processing, which is to
comprehend input by focusing on small details, need to be supported to assist in better
comprehension (Li, 2014; Vandergrift, 2002). Most empirical studies on applying schema
theory to teaching listening have focused on the pre-listening stage. Doing pre-listening
activities is proven to have more positive effect on listening comprehension effective in
listening comprehension than not doing them (Alavi & Janloaz, 2014; Cha & Joo, 2012;
Jafari & Hashim, 2012). Accordingly, many listening researchers hav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pre-listening activities on listening comprehension, and the most popular
types studied are topic preparation, question preview, and pre-teaching vocabulary.
These pre-listening activities have been shown to be effective in listening comprehension,
but there seems to be conflicting results on the extent of their effects except that combined
treatments of vocabulary instruction and one more pre-listening activity are more effective
than any single activity.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investigate the extent of the effects of
different combinations of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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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wo different combinations of pre-listening
activities (i.e., topic preparation and vocabulary instruction, question preview and vocabulary
instruction) on listening comprehension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 effect of pre-listening
activities on listening comprehension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listening materials
(i.e., monologues and dialogues) and listening skills (i.e., listening for gist and listening for
details).
The present study seeks to answer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To what extent do the two groups (i.e., topic preparation and vocabulary instruction
group and question preview and vocabulary instruction group) exhibit different effects
of pre-listening activities on the listening comprehension of low-level Korean adult
learners of culinary arts in an ESP context?
(2) To what extent does each of the two groups improve their listening ability in a
three-week ESP course?
II. Methods
This pretest – post-test, quasi-experimental study adopted a quantitative research design and
took place in a culinary arts ESP context for three weeks. A total of 47 students in two
intact classe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these classes are referred to as Group A and
Group B. All of the learners were in their 20s, and the overall level of listening skill was
low. In each class, Group A was offered topic preparation and vocabulary instruction before
listening, and Group B went through question preview and vocabulary instruction before
listening. Each class consisted of two parts. The first part was listening to monologues (i.e.,
recipes), and the second part was listening to dialogues (i.e., movie scenes). Before the
three-week-long course started, all the participants in both groups took a pre-test. A week
after the course finished, a post-test was administered. Both tests were on listening for gist
and listening for details using monologues and dialogues.
III. Results and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analyses, analyzed using a series of independent samples
t-tests, paired-samples t-tests,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suggested that both groups
improved their listening comprehension when it came to total listening scores, listening to
dialogues, and listening for details. However, neither group showed any significant
improvement in listening for gist. Both groups’ gist scores decreased on the post-test -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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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Group B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This means
question preview may have failed to prepare participants for gist questions, which is in line
with Chang (2008), who claimed that question preview encourages learners to focus attention
to small details during listening. When it came to listening to monologues, Group A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 but Group B’s improvemen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hile
Group A showed more improvement than Group B in total listening scores and listening for
detail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re-listening activities and
the effects of topic preparation rather than question previews on listening comprehension. It
also showed that the effects of each activity were listening text-dependent and listening
skill-dependent. Therefore, the findings are valuable for materials developers and English
teachers who aim to differentiate pre-listening activities for different lesson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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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영어 교실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사례연구

김현정
(한국외국어대학교)

I.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영어 교육 및 평가 분야에서 교실평가(classroom-based assessmen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교실평가는 영어 수업 중 다루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영어 사
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후속 교수, 학습
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사용된다(Leung, 2005; Turner 2012). 대규모 영어 시험
(large-scale English test)과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교실평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
용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교실평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고,
특히 교실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Colby-Kelly &
Turner, 2007; Pellegrino, DiBello, & Goldman, 2016; Turner, 2012; Yin, 2010). 어린이 영어
교실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또한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영어 교실평가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Pellegrino et al. (2016)이 교실평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시한 모델(validity analysis framework)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실평가의 일부
로 사용된 단원평가가 (1)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식/이해를 반영하고 있는지
(cognitive validity), (2) 수업 내용에 부합하는지(instructional validity), (3)학생들의 영어 사
용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inferential validity) 분석하였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6 학년의 단원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실험에 참여한 영어 교사는 6 학년 5 개 학급, 142 명 학생의 영어교과를 담당하고 있었
다. 영어 수업은 주당 3 회(1 회당 40 분) 영어교과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교사는 각
단원 교수 후 단원평가를 개발/시행하여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그 중 2 개를 사용하였다.
단원평가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1) 영어과 교육과정(초등학교 5~6 학년군 학습
내용 성취기준), (2) 2 개 단원의 수업 내용, (3) 개별 학생의 단원평가 시험지와 점수를
수집하였다. 단원평가와 교육과정을 비교하기 위하여(cognitive validity) 단원평가의 각 문
- 423 -

2019 한국외국어교육학회(KAFLE) 국내학술대회

항이 측정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한 후, 교육과정 학습 내용 성취기준과 일치하는 정도
를 살펴보았다. 또한 수업 내용과 비교하여 위하여(instructional validity) 영어 수업 시간
에 학습하고 연습한 활동을 정리한 후, 이를 각 문항이 측정하고 있는 내용과 비교하였
다. 마지막으로 단원평가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inferential validity) 라쉬
모형(Rasch model)을 이용하여 개별 학생의 점수를 통계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영어 단원평가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우선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
습 내용 성취기준이 단원평가에 균형 있게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평가 문항이 소수의
성취기준에 취중 되어 범위(coverage) 측면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학생의 다양한
영어 사용을 평가하는 데에 제한이 생겨 평가의 타당성(cognitive validity)을 낮추는 결과
를 가져왔다. 수업 내용과 비교한 분석에서는 2 개의 단원이 다른 결과를 보였다. 첫 번
째 단원평가는 수업에서 강조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된 반면, 두 번째 단원평가는 평
가 범위(coverage)와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의 두 측면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내어 평가
의 타당성(instructional validity)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점수
를 통계 분석한 결과, 2 개의 단원평가 문항이 모두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기에 타당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inferential validity). 그러나 교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된
교실평가에서 학생들의 학습 정도에 현저한 차이가 드러나 앞서 살폈던 평가 타당성의
문제점을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대규모 영어 시험과 달리 그동안 활발하게 연구되지
않았던 교실평가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평가 설계 및 개발과 결과 분석 및 해석에
이르는 영어 교실평가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
는 교사교육에 활용되어 궁극적으로 교실내에서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긍정적인 환류효
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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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영어 교실 담화 분석: 유머의 사용 현상과 유형을 중심으로
김솔 ･ 박선호
(효행초등학교 ･ 경인교육대학교)

I. 연구의 필요성
외국어 교육에서 외국어로 발화되는 유머는 학습자의 외국어 학습 이해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유머는 교사에 의해 구사되기도 하고, 때로는 학생의 발화
로 시작되기도 하며 교실 속 여러 사람들의 공동 작업(joint construction)에 의해 생겨나
기도 한다. 여러 외국어 교육 연구에서 수업 중 발생하는 유머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
고 이 유머와 학생의 제 2 언어 습득과의 관계를 사례를 통해 보고하기도 하였다
(Bushnell, 2008; Cekaite & Aronsson, 2004; Pomerantz & Bell, 2011; Waring, 2013).
유머는 학습자가 실제 언어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실수나 상호작용에서 빈번하게 나
타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유머의 교육적 가치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주목받지 못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 초등학교의 영어수업 시간에 발생하는 유머의 발생 상황을 살
펴보고 이들 유머를 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영어 이해 정도에 따
라 어떻게 유머를 파악하고 사용하는지, 그리고 유머의 유형에 따른 교사들의 교육적
대처 방식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에는 3~5 학년을 가르치는 한국인 초등학교 영어교사 6 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자는 교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이들 교사들은 각각 5 차시의 영
어수업 영상을 정해진 방식으로 촬영하여 연구자에게 전송해주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
자들에게 대한 기초 정보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기초 정보

참여자

성별

나이

근무지

교육
경력

영어교육
경력

교사 유형

영어 교육
희망 여부

담당
학년

교사 A

여

49

경기도 수원시

27.01

10.01

영어전담교사
(수석 교사)

희망

3학년

교사 B

남

34

경기도 화성시

4.01

0.01

담임교사

비희망
(만족함)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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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성별

나이

근무지

교육
경력

영어교육
경력

교사 유형

영어 교육
희망 여부

담당
학년

교사 C

여

45

경기도 평택시

22.00

10.00

영어전담교사
(수석 교사)

희망

4학년

교사 D

남

29

경기도 화성시

4.01

1.01

영어전담교사

비희망
(만족함)

4학년

교사 E

여

35

경기도 부천시

11.07

7.07

담임교사

희망

5학년

교사 F

여

24

경기도 안산시

2.00

1.00

영어전담교사

비희망
(만족함)

5학년

연구자는 각 참여 교사들로부터 받은 5 시간의 수업 영상을 Gumperz(2008)의 상호작용
적 사회언어학적 분석방법(interactional sociolinguistic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교사 A~F 의 수업을 전사하여 담화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유머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연구 초기에는 Bell(2002)의 유머 유형을
참고하여 수업 중 발생하는 유머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나, 수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말
실수’와 ‘실패한 유머’를 유형에 추가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Bell(2002)에서 나타난
통조림식 농담(canned joke)이나 대체 현실, 제 3 자 모욕, 아이러니, 과장은 이번 사례 연
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Bell(2002)의 유형은 미국에서 영어 원어민을 대상으로
한 일상 대화를 분석한 것인 반면에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EFL 상황의 한국의 초등학
교 영어수업 장면을 그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초등영어 교실에 나타난 유머의 유형

유형
말놀이*
(language play)

놀리기
(tease)
내러티브
(narrative)

설명

잠재적 대상

음운, 구문, 어휘의 변화에 근거한
유머

연관된
기능

사례

재미

B3, C3, C5, C13,
C14, C15, C18,
D1, D2, E3, F1,
F2

다른 사람을 겨냥한 장난스러운
사회
A1, A2, A4, A6,
대상이 그곳에
말로 종종 공격적인 요소를 포함
통제,
있어야 함
E1
함
소속감
재미,
과거의 사건에 대한 재미있는 이
C4, C16, C17
본인, 다른 사람
소속감
야기

혼합
(hybrid)

두 가지 이상의 유머 유형을 조합 조합에 따라 달
한 것
라짐

여러
가지

A3, C6, C19

말실수*

영어 학습 중 발생하는 어구, 문장 말하는 이

재미,

C1, D3,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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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설명

잠재적 대상

구조에서의 여러 가지 실수로 학
(slips of the tongue) 습자의 영어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음
관찰
(observation)
자기 비하*
(self-deprecating
humor)
실패한 유머*
(failed humor)

연관된
기능

사례

학습

실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장난
물건이나 상황
스러운 논평

재미

A5, C2

화자를 유머의 중심이 되게 하는
장난스러운 말로 자기 자신을 비 말하는 이
난하는 경우가 있음

체면
보호

B1, B2

상대방로부터 웃음을 기대하고 말
분위기
E2
하였으나 이해되지도 못하고, 웃 교사 또는 학생
주도
음이 터지지 않는 유머
*: Bell(2002)와 용어나 유형에서 달라진 부분

가장 많이 발생한 유머 유형은 ‘말놀이’로 사례 연구에서 총 12 회 발생하였다. 여러
사례 중 교사 F 의 수업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발췌문에서는 음성학적
특성을 이용한 학생들의 의견 제시와 이를 교사가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나타나 있다.
<발췌 1> F1: 말놀이(phonetic language play)
5 학년 5 단원 1 차시 수업으로 수업 도입부에서 선생님은 영어교실 규칙을 한 번 더
강조하며 복습함. 그 후 단원의 주요 단어를 학습자에게 가르침. 단어 ‘gloves’와
‘helicopter’에서 학습자들의 유머가 발생함.
1

T

base-

2

Ss

BASE-

3

T

ball-

4

Ss

BALL-

5

T

glove-

6 → S1

오, 잠깐만! 이거 러븐데? l, o, v, e.

7

근데 왜 glove 라고 했어요?

S2

8 → T
9

그렇지. 러븐(love)데, 앞에 g 가 [그] 소리가 나지. 그래서 글러브.

남학생 (흥분한 목소리로) 그러면 야구 러브, 야구 러브!

10→ T

자, 넘어갈까? Helicopter.

11

Ss

헬리콥털.

12

T

선생님하고 해보자. /heli/

13

Ss

/heli/

14

T

helico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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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s

16

헬리콥털!! (/ter/에서 r 발음을 l 발음으로 하여 ‘털’로 발음함.)
(헬리콥털이 반복되어 나와 학생들이 모두 웃음.)

6 번째 발화에서 S1 은 glove 를 g 와 love 의 합성어로 인식하게 된다. 교사는 8 번째 발
화에서 나타나듯 학생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단어의 발음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
였다. 이어서 10 번째 발화에서 학생들은 영어의 ‘r’을 한국어의 ‘ㄹ’로 인식하는데 이는
한국어의 음소(phoneme)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들이 들은 것을 유사 발음으로
유도하며 본인들이 느끼기에 나름대로 가장 가까운 발음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Ⅳ. 결론
일반적으로 영어 유머란 수준이 높은 것으로 EFL 환경의 한국인 초등 학습자에게서는
발생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초등학생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영어를 이
해하며 유머의 상황을 만들고 있었다. 학습자 언어는 아직 불완전하지만 학습자가 영어
를 학습해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보여주는 소중한 척도로 교사는 학생
의 유머 사용과 이해 정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수업 중 학습자의 유머에 교육
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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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챈트를 활용한 대학영어 수업에서
성취 수준별 영어 어휘 습득 분석
김양희
(백석대학교)

I. 초록
의사소통상황에서 단어 없이는 최소한의 의미조차 전달이 불가능하듯 (Wilkins, 1972;
Rivers, 1981), 어휘가 영어의 4 가지 영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어휘력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로서 작용한다(Coady & Huckin, 1997). 이렇듯 어휘지식은 언어 습득의 가
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서 성공적인 언어 학습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Schmitt,
1997). 이는 어휘지식의 크기와 깊이를 증진시킴으로써(File & Adams, 2010; Laufer &
Rozovski-Roitblat, 2011), 풍부한 어휘력의 토대위에 유창한 의사소통능력이 가능할 수 있
고(Nation, 2006), 어휘력이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서 구심
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어휘능력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어휘 접근
법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이에 따라 어휘 지도에서 교수요목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영어 교수·학습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수업 방식
과 효과적인 어휘 교수를 교수요목의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어휘 지도를 위한 교수자들의 올바른 지도가 매우 중
요하지만(Harmon, Wood, & Keser, 2009), 어휘의 방대한 양과 다의성으로 어휘 지도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 어휘능력의 수준차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대학영어수업에서의 어휘 지도는 더욱이 어려운 일이다.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
들의 경우 영어 학습에 많은 고충이 따른다고 호소한다. 사실상 기초/기본 어휘 부족으
로 인해 수능 대비에도 영어공부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원서 교재로 진행되는 대학영
어 수업에서 자신감이 더욱 결여되었다고 한다.
보통 수준차는 동기나 흥미 부족 등의 내적인 요인, 또는 지역, 계층 간의 영어격차,
즉 영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같은 다양한 외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는데, 어휘 능력의 불
균형은 대학 영어수업 진행의 문제점으로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외적인 요
인에 따른 이러한 불균형은 어휘능력의 수준 편차를 심화시키기에 어휘력 신장을 위한
수업계획이 하부영역이 아닌 상부요소로서 설정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함축된다. 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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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의 한계를 넘어 내재적 동기 부여를 통해 영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전환
시키는 일은 수준 편차를 줄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영어 학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수동적
이고 비자발적이었던 학습 태도에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학습 태도로 이끌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와 관심도를 높여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 그 결과 학생들 간
의 수준차를 줄일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습자 스스로 수
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학습의 흥미와 동기 유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내재된 동기가 의사소통능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Grabe & Stoller, 1997)는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학습 동기는 성공적인 언어 구사능력 배양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차를 줄이고 질적 수준의 상향 균등화를 이루어 의사소통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가 필수적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동기 유발을 기반으로 한 어휘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은 수동적 수업을 받아왔던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 교양필수 과목인 대학영어 수업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을 활용한 동기 유발 프로그램이 어휘 능력의 불균형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보고 교육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어휘 능
력 상향평준화의 잠재적 가능성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영어 노래/챈트의 활용이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이라는 영어 교육목표에 부합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조를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실험반과 비교반 각 집단 내와
집단 간의 사전·사후 성취도를 분석하고, 둘째, 집단 내와 집단 간의 수준별 사전·사후
성취도를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실험반 하위 그룹 중심으로 학습 효과와 흥미에 대한
소감문을 분석 하여 노래/챈트 활용의 교육적 활용을 살펴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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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ent-Centered Approach to an EFL Reading Class and Its Effect on
Students’ L2 Reading Attitudes
황정희
(평택대학교)

I. Introduction
A wealth of research has reported on ER’s positive effects. However, much of the research
focuses on general reading ability; reading strategies; and vocabulary. Recently, interest on
learners’ reading attitudes toward L2 is increasing in the research and pedagogical areas of
ER. Several researchers claim that learner’s L2 reading attitudes play a vital role in
improving L2 reading ability, and ER programs may influence the formation of L2 reading
attitudes. Studies on ER have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ER and its effect on L2 reading
attitude. Findings of the studies indicate that allowing students to have sustainable silent
reading time has a positive effect on L2 learners’ reading attitudes (Judge, 2011; Mason &
Krashen, 1997).
Despite evidence of the positive effects of ER on L2 reading attitude, however, ER is not
commonly applied in real EFL classroom settings, particularly at the university level, where
the current study was conducted. Furthermore, there are other studies that have shown
contrasting results that students’ motivation for ER decreased over time (Tanaka, 2017). In
addition to the contrasting results in the research literature, previous studies examining the
effects of ER on reading attitude have not fully dealt with how students’ reading attitudes
have changed as a result of the ER experience.
Research questions of the study are: (1) How do different components of L2 reading
attitude change after an ER program?; (2) How do Korean EFL learners perceive their ER
experience?
II. Methods
1. General Procedure
･ 8 sessions of short in-class Sustained Silent Reading (SSR) were implemented during the
15 academic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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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st week: Students were informed of the ER program and the current study.
･ 2nd & last week: Reading attitude questionnaire (pre-test) was administered.
･ Last week: Reading attitude questionnaire (post-test),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with
written comments were administered.
2. Reading Materials
The reading materials for the study were Graded English readers for learners of English as
an L2.
3. Research Instruments
The study modified the version of a questionnaire constructed in Yamashita (2013),
employing a five-point Likert scale. There were five factors of L2 reading attitude: comfort,
anxiety, intellectual value, practical value and linguistic value.
4. Settings and Participants

III. Results
1. Questionnaire: Change of L2 Reading Attitude
L2 reading attitudes changed at the end of the course. However,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pre-test and the post-test results were found only in the affective domains of
attitude. The t-test identifi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pre-test and the post-test for
comfort (t = -2.649, p = .009) and anxiety (t = 2.877, p = 0.05), but no differen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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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ractical, and linguistic values.
2. Survey: Learners’ Perception towards ER
First, overall the students replied that the ER class was useful. 63.4% of the students (31
out of 49 students in total) either agreed or strongly agreed with the usefulness of the SSR
practices as an ER program.
Second, nearly 31% of the students replied they felt the ER classes were useful to a
moderate degree. Only 6% of them answered that the reading classes were not useful.
One of the most frequent positive written comments was that the anxiety they had had
before was reduced (12 students). Another positive comment was that students felt more
confident and comfortable toward reading English books (10 students). These results support
the research findings in previous literature (e.g., Tan, Lee, & Pandian, 2012; Park, 2015).
Furthermore, several students stated that the ER class gave students enjoyable reading time (6
students). Another remark on the usefulness of ER is that during the SSR sessions students
had more time to comprehend and understand better what they were reading (6 students).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ading materials, almost 80% of the students replied
that the books were either very proper (43.8%) or proper (35.4%) to their own level. In
relation to the content of the reading materials, 61.7% of the students replied positively to
this issue.
3. Interviews: Positive Voices
Here are excerpts of the interview data to show learners’ positive voices.
“At the beginning I felt it was quite difficult to read in English. But as time went on, I
could be dedicated to reading and it was a fun experience.”
“I had a kind of fear about reading English books. But after the reading sessions, now I
think, I can say I can pick up English books and read them without that kind of fear.”
“It (a reading report) was very useful because it reminded me of what I had read before.”
4. Interviews: Negative Voices
“I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text for myself.”
“I often skipped difficult sentences, and at the end it made i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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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meaning of the passage.”
“I was a bit stressed because I am a slow reader. When I felt some students already
finished reading and started to write their reading report form, I felt I was behind.”

IV. Conclusion
The current study has gone a step further into the affective domain and improved our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ER by utilizing a mixed method of research. It has also
filled the gap of the previous studies by documenting not only its positive effect on changes
in different aspects of reading attitude, but also students’ own voices on their ER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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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한 독일어 교육과정 <성취 기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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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Wahrnehmung von Flüssigkeit bei deutschlernenden Universitätsstudenten und
deren Bedeutung für die Unterrichtspraxis
유창성에 관한 학습자 인지
독일어 대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Iris Brose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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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평가연구’ 수업의 운영 사례 연구
이미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I. 수업 관련 기본 사항
-2019 년 1 학기 독일어교육과
-3 학년 전공과목(선택)
-주 2 시간 2 학점
-학생수: 10 명
-상대평가(A+/A0 40%에 한함, 그 외 B+~C+이하)
II. 교과목개요 및 학습목표
- 교육에 있어서 평가를 제외한 교육은 생각하기 어렵고, 평가가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밀접한 연관성과 중요성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임
- 평가는 교육의 방향을 바꾸는 데 가장 유익하게 작용하는 힘 중의 하나이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그 어떤 행정적인 지침보다 우위를 차지함
- 본 강의에서는 학습자의 입장 및 평가자의 입장에서 교육과 평가, 외국어 교육 평가
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탐색하고, 실제 독일어 능력 평가 문항을 분석함
- FLEX 및 수능 독일어 I, Goethe-Zertifikat 의 기출 문제를 다루며 시험의 구성 및 특
징을 파악함
- 시사 텍스트의 독해와 병행하여 독일어 평가 문항 제작을 연습해봄으로써 출제 의도
와 평가지 구성에 대한 실습을 함
- 평가자의 입장에서 문항을 직면했을 때 문항 제작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이 무엇인지,
평가 목표 설정과 문항 구안 및 제작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최
종 목표임
III. 수업 구성 및 운영 방식
- 주차 별 수업은 강의와 학생들의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 됨
- 수업 중 학습한 이론을 바탕으로 예시 자료를 통해 문항 검토를 연습함
- 본인이 선정한 시사 텍스트를 수업 전에 e-Class 를 통해서 공유하고, 그 텍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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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 및 수능, Goethe-Zertifikat 문항 형식으로 구성해서 평가목표를 제시하며 발표
해야 함
- 수업 후, 지정된 학생이 수업 진행 및 내용에 관한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e-Class 에
올리도록 함.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수업 내용을 공유하며 댓글 및 답글을 통해 자신
의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토의가 이루어짐
- 1~5 주차: 평가의 개념과 기능, 평가의 종류 등 개괄적인 내용, 평가 문항 제작의 원
리 등 이론을 기반으로 강의, 이론을 바탕으로 예시 문항에 대한 검토 연습이 이루
어짐, 2 회에 걸친 문항 검토 과제 수행
- 6~7 주차: FLEX, 수능 독일어 I, Goethe-Zertifikat 기출문제 및 예시문항 분석 발표
- 9~13 주차: 본인이 선정한 시사 텍스트를 시험 문항으로 구성하여 발표
- 14~15 주차: 세환효과(Washback effect)를 중심으로 수능과 독일어교육과의 관계, 변화
되고 있는 수능의 체제 및 야기될 문제점 예상, PISA 2018 에 도입된 글로벌 역량
평가, PISA 2021 에 도입될 창의적 사고력 평가 등에 대한 토론
IV. 평가 및 수업 효과
- 기말고사 검사지 구성
*Part 1: 평가 이론
1~5 주차에 진행된 평가의 개념과 기능, 평가의 종류, 평가 문항 제작의 원리 등 이
론에 관해서 단답형 및 서술형 문항, 14~15 주차에 진행된 세환효과 및 국제학업성취도
에 대한 의견 개진의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
*Part 2: 문항 검토 능력
수업 중 본인들이 발표했던 문항이 선정대상, 검토 기준을 제시하고 검토의견을 서
술형으로 작성함/ 처음 제시되는 문항을 검토
*Part 3: 독일어 능력
수업 중에 선정되었던 시사 텍스트를 중심으로 어학 문항 단답형으로 구성됨
-수업 효과
*평가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습득
*문항 검토 방법 및 사고 능력 신장
*문항 제작 실습을 통한 문항 제작자로서의 경험
*독일어 능력 향상에 대한 당위성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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