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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음향학으로 본 한글의 위대성 

 

                                                 강신형( KANG Shinhyoung ) 

                                                 인스브루크 대학교 ( Universität Innsbruck ) 

 

0.들어가기 

음성언어가 음성과 의미의 결합이라면 문자언어는 기호와 의미의 결합이다. 

음성에 의미를 더하면 말소리가 되고 기호에 의미를 부여하면 문자가 된다. 

말소리가 분절음들의 조합이라면 문자 또한 기호들의 조합이다. 

문자가 기호들의 조합이라면 이는 분절음에 기호를 붙여, 말소리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체계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음성과 문자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문자를 소리로 발현시키면 곧 

말소리가 구현되는 관계인 것이다. 

즉, 문자가 말소리가 되는 관계이다.  

문자와 말소리의 상호관계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말소리를 최소 단위까지 

분절하여, 분절한 음에 부호를 붙이고, 음을 붙인 부호 즉, 기호를 말소리가 조합되는 

방식과 동일한 형태로 체계화 하여야 한다.  

즉, 문자의 기호체계와 말소리의 소리체계가 동일한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말소리를 위한 문자의 기호체계가 가장 완벽한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 

한글의 우수성은 무엇보다도 한국어의 말소리체계와 문자체계를 일치시켰다는 데에 

있다. 

한글은 문자의 기호와 말소리의 분절음과의 1:1 호응이 완벽하다. 

한글은 문자가 곧 말소리가 되는 가장 이상적인 문자이다.  

 

I. 한국어의 말소리체계  

1. 1. 한국어의 음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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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음성체계는 한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음으로 훈민정음에 의하여 체계화 

되었다 할 수 있다. 

훈민정음을 통해서 소리로만 존재하던 우리의 음성언어가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지고 선별되어 문자언어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음성체계는 훈민정음의 글자 만드는 방법이나 원리와 같다 할 

것이다. 

인간의 조음기관은 기류가 통과하는 성도를 막거나 좁힘으로써 저항을 일으켜 

소리를 발생시킨다.  

기류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기관은 어금니, 혀, 입술, 이, 목구멍이다. 

언어의 음성적 자질은 조음위치, 조음방법에 따라 나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훈민정음은 자음의 경우는 조음방법, 조음위치, 기류의 세기와 방향의 

4 가지요소를, 모음의 경우는 혀의 수축정도로 글자를 만드는 원리로 삼았다.  

무엇보다도 말소리를 음소단위로 분절하여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고 그에 합당하는 

글자형태를 만들었다. 

 

1.1.1.자음 

훈민정음의 자음의 음성자질은 조음위치, 조음방법, 기류의 세기, 기류의 방향, 

4 가지 요소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자질은 기류의 세기와 방향으로 특별히 기류의 양과 질로써 

변별적 자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a. 어금니 위쪽 연구개로 기류를 보내면 ‘ㄱ’이고, 좁혀 강하게 보내면 ‘ㅋ’이, 

비강으로 틀면 ‘ᅌ’이 된다. 

b. 혀로 잇몸에서 기류를 차단하여 터뜨리면 ‘ㄷ’이 되고, 강하게 터뜨리면 ‘ㅌ’이고, 

비강으로 기류의 방향을 바꾸면 ‘ㄴ’이며, 이 때 혀를 당기면서 떨면 기류가 구강과 

비강으로 교차되어 흐르며 ‘ㄹ’이 된다.  

c. 입술을 닫아 기류를 터뜨리면 ‘ㅂ’이고, 세게 기류를 터뜨리면 ‘ㅍ’이 되 며, 입술을 

닫아 기류를 비강으로 보내면 ‘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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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와 잇몸으로 기류를 유도하면 ‘ㅈ’이 나고, 좁혀 기류를 강하게 하면 ‘ㅊ’ 이, 

넓혀 기류를 약하게 하면 ‘ㅅ’이, 혀를 당기면서 잇몸과 사이를 좁혀 기류를 내보내면 

구강과 비강으로 섞여 나가면서 ‘ᅀ’이 난다. 

e. 목구멍을 좁혀 기류를 내보내면 ‘ᅙ’이 나고, 더 좁게 하여 기류를 강하게 내보내면 

‘ㅎ’이, 넓혀 기류를 약하게 흐르게 하면 ‘ㅇ’이 난다. 

위와 같이 5 개의 주요 조음위치에서 기준이 되는 대표음소 하나를 지정하고, 각 

대표음소에서 기류의 세기나 방향이 바뀔 때 나타나는 음소 12 개를 채택하여 모두 

17 개의 음소로 자음의 음성체계를 확정하였다.  

기호체계로는 먼저 대표음소에 기호를 붙인 다음, 기류의 세기나 방향이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음소에 대표음소의 기호를 기준으로 한두 획씩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기호를 붙여 자음의 기호체계를 완성하였다. 

 

1.1.2. 모음 

모음의 음성자질은 혀의 수축정도이다. 

하늘 아래 땅이 있고 땅에 인간이 산다. 

하늘은 둥그니 ‘.’ 이고 땅은 평평하니 ‘ㅡ’ 이고 땅위에 인간이 있으니 ‘ㅣ’라는 

사상을 원리로 기본기호 3 개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하늘 ‘.’, 땅 ‘ㅡ’, 인간 ‘ㅣ’을 상징하는 기호에 음성 ‘.’, ‘ㅡ’, ‘ㅣ’의 

의미를 부여하여 우리 말소리의 기본 모음글자로 삼았을까? 

이것은 분명 훈민정음 창제 당시 ‘.’, ‘ㅡ’, ‘ㅣ’ 세 가지 음소를 우리 말소리의 가장 

중요한, 아니면 가장 빈도수가 많은, 아니면 가장 근본이 되는 소리라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 ‘ㅡ’, ‘ㅣ’는 현대어의 가장 변별력 있는 모음 ‘ㅏ, ㅜ, ㅣ’와도 거의 일치한다. 

훈민정음 당시 ‘.’는 후설, ‘ㅡ’는 중설, ‘ㅣ’는 전설음이다. 

이것은 우리 말소리에서 모음을 조음하는 주요 3 위치라 할 수 있다.  

각 위치에서 대표소리 1 개씩을 채택한 것으로 자음체계를 만드는 방식과 같은 

원리로 여겨진다.  

당시 모음 배열순서는 ‘. , ㅡ, ㅣ,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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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소리 ‘.’, ‘ㅡ’, ‘ㅣ’의 혀의 수축정도를 기준으로 그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음성을 음소로 하여 기본모음 3 개에 변별력 있는 모음 8 개를 찾아 합하여 모두 

11 개로 모음의 음성체계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각 수축 단계마다 달라지는 음성에 먼저 만든 ‘.’와 ‘ㅡ’와 ‘ㅣ’의 기호 중 

‘ㅡ’와 ‘ㅣ’에 ‘.’를 획으로서 계속 더해가는 방식으로 기호 8 개를 만들어 모음의 

기호체계를 완성하였다.  

 

II. 한국어의 문자체계 

자음과 모음이 만나 조합을 이루면 말소리가 된다. 

말소리를 내는 방식에는 조합된 음소 하나를 발화단위로 소리 내는 방식과 음절을 

하나의 발화단위로 내는 방식이 있다. 

훈민정음은 자음이나 모음 홀로는 소리 낼 수 없으며 반드시 어우러져 합해야 

말소리가 된다 하였다. 

즉, 음절이 발화단위가 되도록 글자를 적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음절을 발화단위로 인식하였는가? 

신 숙주는 동국정운 서문에서  

“말이 다 다르다.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르다.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방향이 다르다.  

사는 방향이 다르면 지세나 풍습이 다르니 호흡이 달라진다.  

그래서 동쪽 사람들은 이로, 남쪽 사람들은 입술로, 서쪽 사람은 목구멍으로, 북쪽 

사람은 양 볼로 말을 한다.  

중국과 한국은 기후나 풍습이 달라 호흡이 다르니 중국과 한국 사이에 한자의 음이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하다.” 하였다. 

위에서 호흡에 따라 음이 변한다는 것은 언어환경에 따라 말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으로, 이는 조음기관 역시 생리기관임으로 조음작용 또한 생리작용으로 인식하고 

있음이다. 

한국인의 언어생리는 음절을 발화단위로 소리 내는 것이 편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면 한국인의 언어생리는 어떠한가?  

‘ㄱ, ㄷ, ㅂ, ㅈ, ㅅ’에서는 경음을 만들 수 있으나 ‘ㅎ’에서의 경음은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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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경음 ‘ㄲ, ㄸ, ㅃ, ㅉ, ㅆ’는 성문폐쇄음으로 성문을 폐쇄하기 위해서 인후를 

조여야 하지만 ‘ㅎ’은 후음 또는 인후음으로 인후를 조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리로는 ‘ㅇ, ㄴ, ㄹ, ㅁ, ㅍ’이 있으며 이들 모두 인후를 열어서 

소리를 만들기 때문에 경음을 낼 수 없다. 

즉, 발화시 숨을 들여 마실 때와 같은 인후가 열리는 현상이 일어나면 성문을 폐쇄할 

수 없어 경음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어의 경우 소리의 진행방향이 당김으로 인두강을 향한다.  

이러면 인후는 열려지게 되어 성문을 폐쇄할 수 없어 경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음은 인후를 조여 성문을 폐쇄할 때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경음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말소리의 일차적인 언어생리는 인후의 조임 

현상이다. 

소리에는 깊고 얕음이 있으며 이것은 혀의 수축도와 비례 관계에 있음으로 조음점의 

구강내의 위치와 관련한다.(홍무정운 역훈 김 무림 저, 48 쪽) 

무릇 한국의 음은 가볍고 얕으나, 중국의 음은 무겁고 깊다. 

지금의 훈민정음은 본국의 음에서 나온 것임으로, 만약 중국의 음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홍무정운 역훈 김 무림 저, 50 쪽) 

우리의 ‘ㅏ’의 음가는 전설음이고 ‘.’의 음가는 후설음 이다.  

그러므로 중설음인 중국어의 ‘ㅏ’는 우리의 ‘ㅏ’와 ‘.’의 사이 소리로 

내야한다.(홍무정운 역훈 김 무림 저, 54 쪽 표 15) 

이러한 사실로 보아 훈민정음 당시 한국어의 모음의 음성자질은 혀의 수축이 현대어 

보다는 강하고 높았으나 중국어 보다는 약했던 것 같다. 

‘.’의 음성자질이 후설음이고 ‘ㅏ’의 음성자질이 전설음이면 혀가 당겨져 수축되어 

높아 고모음 상태이다. 

고모음 상태에서 후두공명음이 없다는 것은 혀뿌리 뒤의 하인두강에 기류가 지체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말소리는 인후를 조여 구강을 공명강으로 사용하게 됨으로 소리의 

진행방향은 밀어내기가 되어 날숨기류의 방향과 같아져 발화할 때 기류의 속도를 

높이게 된다. 

다음은 한국인과 미국인의 영어 모음지속시간 측정치 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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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국인남성과 한국인남성 검단별 모음지속시간 통계(단위; ms) 

 

      

검단 

 

평균 표준편차 평균값 

      

최소값 

 

      

 

범위 

 

 

미국인남성 287  40 350 171 

 

179 

 

한국인남성 218  60 362  113  249 

(양 병곤, 음성과학 제 15 권 제 4 호(2008. 02), 24 쪽) 

 

표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인의 영어의 모음지속시간이 한국인 보다 길다, 

이것은 후두공명음이 있는 언어는 후두에 공간을 형성하고 있어, 성대를 통과한 

기류가 이곳에서 와류를 일으키며 통과하기 때문에, 지연(Dauer)이 발생하여 기류의 

속도를 늦추기 때문이다. 

이 와류에 의한 지연은 소리의 진행방향을 기류의 방향과 반대로 후두공간을 향하게 

하여 음성에 양(Quantitaet)과 질(Qualitaet)을 부여하게 됨으로 악센트가 

만들어지게 한다. 

반면에 한국인의 언어생리는 후두에 공간을 형성하지 않아 와류가 없는 기류는 

직선적으로 빠르게 성도를 빠져나간다. 

이러므로 한국어의 음성에는 후두공명음이나 악센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국인의 모음지속시간 짧다는 것은 기류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발화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생리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위 표의 결과는 한국인 영어를 영어의 음성음향 자질로 발화하지 않고 한국어의 

그것으로 발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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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할 때 기류의 속도가 높으면 에너지의 손실을 많이 발생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차적인 우리의 언어생리의 작용으로 기류를 차단하고 다시 개방하는 

생리적인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우리 말소리의 이차적인 언어생리 현상이다. 

기류의 차단과 개방은 생리적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규칙성과 합리성 안에서 작동한다. 

기류의 차단은 말소리를 묶음으로 만들어 음절단위로 발화하게 하는 규칙성을 갖게 

하며, 이 규칙성은 음절의 끝소리를 가운데 소리와 동시조음하게 하여 우리 말소리의 

독특한 음운구조인 받침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생리가 만들어낸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가장 합리성적인 

방법이다. 

개방은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와 동시조음하게 하여 많은 음운변화를 양산해 

내는데 이 또한 우리의 언어생리의 독특함이다. 

 

II-1. 기류의 차단과 동시조음 

a. 차단될 때의 조음위치의 음소로 발화  

예 1; 맟 맞 맛 맡→맏, 앞→압,  

b. 기류의 차단에 유리한 음소 발화 

예 2; 삯→삭, 앉→안, 않→안, 닭→닥, 앎→암, 읊→(을)읖→읍, 옳→올, 없→업 

 

II-2. 기류의 개방과 동시조음(앞 음절 끝소리와 뒤 음절의 첫소리)  

a. 대표 소리에서 본래 음소로 환원 발화 

예; 몇일→며칠, 맛이→마시, 앞에→아페 

b. 후속 음과의 동시조음으로 인한 기류의 방향이 전환된 음소로 발화  

예; 국민→궁민, 녹는→농는, 받는다→반는다, 합니다→함니다 

 

이와 같이 인후를 조이고, 기류를 차단하고 개방하는 우리의 언어생리가 말소리를 

초성, 중성, 종성의 체계로 이행하게 한다. 

한국어는 초성, 중성, 종성이 한 묶음인 음절단위의 소리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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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말소리의 소리체계와 동일하게 발화되는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받침은 끝에 붙여 적도록 하여, 소리체계와 일치하는 

문자체계가 완성된다. 

이로써 소리로만 존재하던 한국어는 자음 17 개와 모음 11 개로 모든 말소리를 적을 

수 있는 28 개의 음소를 가진 문자언어로 재탄생한다. 

 

III. 한글의 위대성 

 

III-1. 우리 말소리의 음성체계와 문자체계를 일치시킨 것이다. 

즉, 한글은 문자가 곧 말소리이다.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모음 하나 만을 보자. 

‘A’가 ［ɑ, ᴂ, ə, ei］fa﹝ᵅther, ga﹝ᵆla﹝ᵊxy, stra﹝ᵉᵢnger 등으로 소리가 난다. 

이것은 알파벳이 영어의 말소리를 위해 분절음에 1;1 로 호응하도록 기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음 ‘G’가 ［ɡ］나 ［ʤ］로 소리 나는 것은 생리적 합리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나 모음 ‘A’가 ［ɑ, ᴂ, ə, ei］의 4 가지로 소리 나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어의 발음기호가 44 개인 점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경우 발음기호를 통해서 영어의 말소리를 구현해 왔지만 

정확한 발음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 

원인은 각 발음기호의 음성의 음향자질을 모르기 때문으로, 영어를 영어의 

음성자질로 발화하지 않고 한국어의 음성자질로 발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자와 소리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함, 비합리성, 비과학성을 한글에서는 

찾아볼 수 가 없다. 

 

III-2. 조음작용을 생리작용으로 인식하였다. 

말소리의 차이의 원인을 호흡의 차이, 언어환경의 차이로 인한 언어생리의 차이로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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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의 세기와 방향에 따른 자음 분류 

표 2. 

      

세기 

 

강 중심 약 

      

보통 

 

      

보통 

 

 방향 구강  구강 구강 비강 구강과 비강 

아음 ㅋ  ㄱ   ㅇ   

설음 ㅌ  ㄷ 
 

 
 ㄴ  ㄹ 

순음 ㅍ 

  

 ㅂ 

  

 

 
 ㅁ  

치음 ㅊ ㅈ ㅅ  ᇫ 

후음 ㅎ ᇹ ㅇ   

 

 

위의 표는 호흡에 따른 자음의 성격을 표로 나타내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훈민정음은 호흡의 양과 질을 기준으로 음성을 변별하고 거기에 

기호를 붙인 것이다.  

음운현상 역시 생리작용으로 생리적 합리성의 테두리를 안에서 일어난다. 

‘국민→궁민’ 후행의 첫소리 ‘ㅁ’이 입술을 닫아 기류가 구강으로 나가지 못하고 

비강으로 나가면서 ‘ㄱ’의 조음점에서 ‘ㅇ’이 나타난 것은 생리적으로 기류의 방향이 

바뀐 결과이다. 

‘않고→안코’ 후행하는 ‘ㄱ’에 ‘ㅎ’의 기류가 더 가해져 ‘ㄱ’의 조음점에서 ‘ㅋ’이 

나타난 것으로 이 또한 생리적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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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현상은 기류의 가감이나 방향전환을 유발시킨 생리적인 원인이나 조건에 따라 

조음기관이 작동하여 만들어내는 음성적 변화이다.  

훈민정음에서 분절음의 음소는 말소리의 생리적 합리성에서 그 원리와 원칙을 

찾았다.  

이러므로 훈민정음은 인류 언어의 보편성에 기초하고 있다.  

 

III-3. 우리 말소리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발견하고 확립한 것이다. 

특히 종성(끝소리를)을 받침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한 덩어리로, 음절단위로 글자를 

조합하게 한 것이다. 

끝소리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내중(끝)소리는 첫소리와 같이 쓰라고 하였다. 

이것은 앞 음절의 종성은 뒤 음절의 첫소리가 됨으로, 결국 첫소리와 끝소리(초성과 

종성)는 같아짐으로 글자도 같이 쓰라 한 것이다. 

종성은 기류를 차단할 때 발생하며 대표소리로 나타난다.  

그리고 기류를 개방할 때 다시 원래소리로 회복된다. 

같아→갇 아→가타, 꽃이→꼳 이→꼬치 등등 

만약 ‘않고’를 ‘ㅇㅏㄴㅎ ㄱ ㅗ’ ［아느흐그오］로 적는다면 우리 말소리의 

음운형태와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적는다면 않에서 받침 ‘ㄴ’은 사라지고 ‘고’에서 ‘ㅎ’ 의 기류의 더함으로 

‘ㄱ’이 ‘ㅋ’으로 바뀌는 현상도 사라진다. 이것은  우리 말소리가 한 묶음, 한 

덩어리로, 음절을 발화단위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자도 묶음, 덩어리가 되도록 표기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종성을 받침으로 만들어 중성 밑에 받쳐 적어야 묶음으로 만들 수 

있다. 

받침을 통하여 말소리를 묶음으로 만들 수 있었으며 묶음을 통하여 한글의 

글자형태를 완성할 수 있었다. 

한글의 글자형태는 종성이라는 받침을 가진 획기적인 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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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제작을 통한 협동 학습―초급 한국어 교육에서의 실천― 

 

고지마 다이키 

1. 머리말 

2018 년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조사에 의하면 2019 년 4 월 입사 대상자의 채용에서 

특히 중요시한 것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16 년 연속으로 1 위(82.4%)였다. 그리고 ‘주

체성’이 10 년 연속으로 2 위(64.3%), ‘도전 정신’이 3 년 연속으로 3 위(48.9%)였으며, 4 위 

‘협조성’(47.0%), 5 위 ‘성실성’(43.4%)이 잇따랐다. 외국어 과목에 한한 것은 아니지만 커

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면에서 외국어 과목은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라 해도 

될 것이며, 배울 기회로서는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된 강의 계획서을 사

용하는 공통 과목적인 성격을 지니는 제 2 외국어 과목에서는 정해진 진도를 지키며, 강

의 계획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업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수업 

시간 내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비롯한 다른 특정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활동에도 

시간을 할애하여야 하므로 커뮤니케이션 관련 활동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 필자는 평

소부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협동성’과 같은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그룹 활동과 다

양한 교실 활동을 시도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 외에 부여하는 ‘과제’에서도 이러한 키워

드를 충분히 활용한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2016 년도부터 

해 온 수업 과제의 한 예로서 한국어로 말하는 동영상 제작 활동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과제를 마친 수강생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초급 한국어 학습자가 얻은 것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2. 한국어 과목과 과제의 개요 

2.1. 한국어 과목 

우선,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교의 제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과목을 간단하게 소개해 

두겠다. 

 

표 1. 한국어 과목의 개설 학기와 수강 대상 학년 

 

이상의 과목은 모두 1학점이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수는 학부・학과에 따라 다르다. 한 

학기의 수업은 90 분 수업을 16 번 진행하는데 마지막 주에 기말 고사를 실시한다. 성적 

산출의 방법은 기말 고사 50%, 과제 30%, 쪽지 시험 20% 합산으로 하며, 시험 문제나 

과목명 개설 학기 대상 학년 과목명 개설 학기 대상 학년

한국어종합1 전반기 1학년 한국어종합2 후반기 1학년

한국어종합3 전반기 2학년 이상 한국어종합4 후반기 2학년 이상

한국어 커뮤니케이션1 전반기 2학년 이상 한국어 커뮤니케이션2 후반기 2학년 이상

한국어 커뮤니케이션3 전반기 3학년 이상 한국어 커뮤니케이션4 후반기 3학년 이상

한국어 컬처 세미나1 전반기 3학년 이상 한국어 컬처 세미나2 후반기 3학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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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내용, 그리고 쪽지 시험의 횟수 등은 각 담당 교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입문기의 ‘한국어종합 2’, 초중급으로 이어지는 ‘한국어종합 3・4’에서 배우는 문법 항목

을 확인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한국어종합 2～4’에서 배우는 각 과의 문법 

 

사용하는 교과서에는 이러한 조사와 어미 등 기본적인 문법 이외에 일본에서 실시하

는 ‘한글 능력 검정 시험’의 4・5 급에 포함된 어휘를 중심으로 수록되어 있다. 

 

2.2. 과제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수업 과제는 한국어를 말하는 동영상 제작이다. 입문기를 마

친 2 학년 이상이 수강하는 여섯 과목(한국어종합 3, 한국어종합 4, 한국어 커뮤니케이션

1, 한국어커뮤니케이션 2, 한국어 컬처 세미나 1, 한국어 컬처 세미나 2)에서 실시하였다.  

본 과제는 대본 작성부터 촬영, 편집까지 모든 작업을 수업 시간 외에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성과물의 질은 수강생의 적극성에 크게 좌우된다. 각 과목의 과제를 진행하는 

데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조건을 설정하였다. 

우선, 인원수는 2~4명으로 나누어 그룹을 만들기로 하였다. 평소 수업에서도 그룹 활

동을 하는데 그 그룹이 그대로 동영상 제작의 그룹이 되어도 좋다. 나누는 방법은 수강

생에게 맡겼는데 제 2외국어는 영어 수업과 달리 어학 능력별로 분반을 하지 않기 때문

에 매학기 수강생의 어학 능력에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각 그룹 안에서도 어학 능력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수강생은 잘하는 수강생에게 적극적으

로 도움을 청하도록 조언을 하였다. 그리고 과제를 달성할 때까지 작업하는 분량은 되

과목의 명칭 과

7과 해요체(1), -를/을, -도

8과 해요체(2),  -에서, -에게

9과 해요체(3), -로/으로, -에서 -까지, 고유어 수사

10과 해요체(4), -(으)러, -부터 -까지

11과 과거형, '으' 어간 용언, 안 부정문

12과  -(으)세요, -ㄹ/을 거예요. -고 싶다

1과 해요체, 합니다체

2과  -(으)ㄹ 거예요, -고, -지요/죠?

3과  -지만, -(으)ㄴ, -아/어 주다

4과  -(으)면, -는, -지 않다

5과  -(으)ㄴ, -네요, 'ㄷ'불규칙 활용

6과  -(으)시-, -아서/어서, -(으)ㄹ, -지 못하다

7과  -(으)ㄴ 적이 있다/없다, -고 있다, 'ㅂ'불규칙 활용

8과  -아/어 있다, -(으)니까, -(으)ㄹ게요

9과  -는데, -(으)ㄴ데, -아도/어도 되다, '르' 불규칙 활용

10과  -겠-, -거든요, -아야/어야 되다

11과  -(으)ㄹ까요?, -아/어 보다, -(으)ㄹ 수 있다/없다

12과  <관형사형> 것 같다, -(으)려고 하다, -지 말다

한국어종합2

한국어종합3

한국어종합4

문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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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균등히 역할 분담하면서 그룹의 멤버끼리 서로 협조할 것을 강조하였다. 

동영상의 길이는 4, 5 분 정도로 하고 대사를 말할 때 메모를 보지 않고 외워서 연기

하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부가 설명과 함께 비교적 자유롭게 하도록 하

였다. 촬영에 사용하는 기재, 번역에 사용하는 사전과 애플리케이션(한국인에게 확인을 

부탁하는 것도 허용), 동영상의 특수 효과, 엑스트라(임시 배우)에 대해서도 제한하지 

않는다.  

동영상을 어떠한 내용으로 전개해 가는지도 자유이지만 학기와 과목에 따라 약간 주

제가 다르다. 다음 표는 각 과목에서 다루는 동영상 주제이다. 

 

표. 3 과목・학기별 영상 주제 

 

후반기의 ‘한국어종합 4’와 ‘한국어 커뮤니케이션 2’에서는 4 가지 주제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는 식으로 하였다. ‘한국어 컬처 세미나 2’에서는 전반기와 반대로 주제를 ‘한국 사

람에게 알리고 싶은 일본 문화’로 하였다. 이 외에 완성된 작품을 학기말(마지막 주) 수

업 시간에 서로 감상하기로 하였다. 동영상을 보는 수강생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동영상에 일본어 자막을 달아 놓는 것도 제작 조건의 하나로 정하였다. 그리고 작품의 

평가에 대해서는 수강생의 의견도 고려하였다. 사용한 평가 시트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동영상에 대한 평가 시트 그림 2. 동영상의 한 장면 

과목명 학기

한국어종합3 전반기 자유

한국어 커뮤니케이션1 전반기 자유

한국어 컬처 세미나1 전반기 일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한국 문화

미니 드라마,  맛집 탐방과 소개

개그 콩트 프로그램,  올림픽 해설 위원

미니 드라마,  맛집 탐방과 소개

개그 콩트 프로그램,  올림픽 해설 위원

한국어 컬처 세미나2 후반기 한국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일본 문화

한국어종합4 후반기

한국어 커뮤니케이션2 후반기

주제

  팀 이름 :

 1 : <자막> 자막의 길이, 속도, 색깔, 크기 등이 적절했다.

   ① ― ② ― ③ ― ④

2 : <대사>

   ① ― ② ― ③ ― ④

3 : <말하기>

   ① ― ② ― ③ ― ④

4 : <성실함> 과제를 달성하려는 성실함이 느껴졌다.

   ① ― ② ― ③ ― ④

5 :    ① ― ② ― ③ ― ④

  ⤵뒷면에 좋았던 부분을 적어 주세요!!⤵

등장 인물 각각이 대사를 외우고 강약을

조절하면서 상황에 맞게 말했다.

배운 문법을 사용하여 말하며

대사의 양도 적절했다(너무 짧지 않았다).

<종합적인

     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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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생들의 의식 

2016 년도에 처음으로 동영상 제작 과제를 시작하고 4 년이 되었지만 마감날까지 완

성하지 못한 수강생이 없었다. 과제의 특성상 꽤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상호 평가는 동영상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마친 후 자신에 

대한 자기 평가도 평가 시트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자기 평가 시트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과제를 마친 후에 기입하는 자기 평가 시트 

 

여기서는 자기 평가 시트의 Q.1 에서 Q.4 까지 설문에 기입된 수강생들의 답변과 그 

특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자기 평가 시트는 누가 기입하였는지 알 수 없게 

익명으로 하도록 사전에 지시하였다.  

 

3.1. <Q1. 배운 문법이나 어휘는 잘 습득했습니까?> 

우선 수업에서 배운 문법 사항, 어휘의 습득 정도에 관한 질문이다. 대부분의 수강생

은 이 질문에 ‘네/YES’, ‘아니오/NO’와 그에 대한 이유까지 답변하였으나 몇몇의 경우는 

‘네/YES’, ‘아니오/NO’ 없이 서술형으로만 기입하였다. 서술형으로만 기입한 경우는 그 

내용으로 ‘네/YES’, ‘아니오/NO’의 둘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1. 

 

2019 년도 전반기 응답자 39 명 중 YES(36 명) / NO (3 명) 

2019 년도 후반기 응답자 23 명 중 YES(23 명) / NO (0 명) 

 

자기 평가에 의한 습득의 정도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전반기와 후반기 양쪽 다 

YES 라 하는 답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후반기는 모든 응답자가 ‘습득했다’고 느끼

                                                   
1 2019 년도 전반기・후반기에 회수한 자기 평가 시트는 총 62 명분이었다. 마지막 수업 

시간에 결석한 수강생의 자기 평가 시트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기 평가 시트

Q1 : 배운 문법이나 어휘는 잘 습득했습니까?

Q2 : 대본 작성이나 연습 과정에서 고생한 점이 무엇입니까?

Q3 : 활동을 통해서 좋았던 점과 반성해야 할 점을 적어 주십시오.

Q4 : 팀으로 하는 활동은 즐거웠습니까? 이유도 적어 주십시오.

Q5 : 팀 안에서 맡은 역할(편집이나 대본 작성 등)과 특히 열심히 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Q6 : 편집・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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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것을 습득하였는지에 관한 내용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회화에 관한 말을 조금 이해했습니다. 

(2) 음식에 관한 단어를 새로 알게 되었고 외워서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자기 지식

으로 쌓인 것 같다. 

(3) 불규칙 활용 등이 매번 나와 있어서 외울 수 있었다. 

(4) 동사의 어미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웠지만 조금씩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학년부터 교과서에 불규칙 활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대사에 사용해서 외우거나 교과

서에 아직 안 나온 단어 역시 대사에 넣어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으로 알게 되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문법이나 어휘를 습득하였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수강생도 몇 명 있었

다. 전반기에는 3 명이 질문에 대해 부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5) 별로. 

(6) 완벽하게 습득했다고 할 수는 없다. ‘ㄹ’의 탈락 등 사소한 부분까지는 아직 익히

지 못했다. 

(7) 습득까지는 안 되지만 동영상 제작을 통해서 실력이 늘었다고 느껴진다. 

 

(5)는 ‘별로’ 외에 기입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파악할 수 없지만, (6)(7)의 

답은 양쪽 다 습득까지는 못 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어학 능력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

에 있어서 긍정적인 답이었다.  

 이상과 같이 동영상 제작은 전반기・후반기 상관없이 평소의 수업 시간 외에 한국어

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단순히 발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대사로 만들어 외우는 활동이기 때문에 수강생에게는 대사에 쓰

여진 문법이나 어휘를 습득하는 데에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2. <Q2. 대본 작성이나 연습 과정에서 고생한 점이 무엇입니까? > 

동영상의 주제는 과목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는 것도 있으나 소재는 각 그룹이 자유

롭게 정해서 내용을 짜야 한다. 배역(配役)이나 대사, 그리고 발화 분량 등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실제적인 답변을 알아보자.  

 

(8)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곤란한 것은 장면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9) 어떤 내용으로 할지를 정하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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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부터 동영상의 내용, 장면 설정이 어려웠다고 하는 그룹이 있었다. 이는 소재부

터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그룹 안에서 뭔가 결정할 때 어려움이 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과제를 주기 전에 어느 정도 예상하였으나, 그룹 안에

서 발생한 작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감으로써 멤버 간의 협동심과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까지 이어지는 순기능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어렵다는 답변이다. 

 

(10) 일본어 대사를 한국어로 고치는 작업에 고생했다. 

(11) 대사를 번역하는 것. 자연스러운 회화적 표현으로 만드는 것이 힘들었다. 

(12) 초밥에 관한 전문 용어가 조금 어려웠다. 

 

수강생들에게는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지시하였다. 번역하는 과

정에서 교과서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재구성해도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대사의 

분량이 적어진다. 또, 교과서의 부록인 단어 리스트도 수록된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수강생은 일반 사전을 비롯하여 인터넷 번역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문화를 소개하

는 주제의 경우 전문 용어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전문 용어

가 많아 이러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검색하여야 한다. 

번역을 마치면 대사를 말하는 연습이 시작된다. 다음은 발화의 어려움에 관한 답변이

다. 

 

(13) 아무것도 안 보고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말하는 데 고생했다. 

(14)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끔 한국인 친구가 녹음해 준 것을 들으며 몇 번이나 연

습했다. 

(15) 대본을 외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대본을 키보드로 칠 때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과제는 단지 대사를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네이티브에 가까운 자연

스러운 회화로 만든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대사도 외워야 하기 때문에 대사를 

틀려서 몇 번이나 동영상을 다시 찍었다는 수강생도 있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회화를 

위해 자신이 번역한 문장을 한국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녹음된 소리를 들으면서 연습

했다는 수강생이 있었다. 

이들 외에는 편집이나 일정 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 

 

(16) 적당한 대사의 길이를 생각하면서 동영상이 기준 시간을 넘지 않게 편집 작업을 

해야 되었다는 점 

(17) 멤버가 스케줄이 안 맞을 때가 있어 수케줄을 조절하면서 이야기를 생각하는 데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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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의 대부분이 동영상을 편집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다. 자막도 달아야 하므로 

이러한 작업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룹으로 활동하기 위해 멤버들이 모여야 

하는데 멤버 사이에서 시간이 안 맞을 때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질문에 

있어서도 반성해야 할 점으로 ‘더 일찍 활동을 시작했어야 한다’는 답이 있었는데 그 그

룹의 일정 관리상의 문제일 것이다.  

 

3.3. <Q3. 활동을 통해서 좋았던 점과 반성해야 할 점을 적어 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 과제는 수강생에게 어려울지도 모

르겠으나 과제 달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과제 자체를 ‘즐긴다’는 것이 필자가 당초에 

생각한 목적의 하나였다. 필자가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는지는 다음 답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18) 한국어를 배우고 실제로 사용한다는 체험을 즐길 수 있었다. 

(19) 앉아서 강의식으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디어를 한국어로 표현

할 수 있는 게 즐거웠다. 

(20) 장면에 맞는 한국어 표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쓸 수 있는 표현이 늘었습니다. 

 

수강생들이 아르바이트 시 한국인 손님을 만나거나 한국에 여행 가는 것을 제외하면 

교실 외 장소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다. 과제라는 성격상 한국어 

사용은 거의 강제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과제를 통해서 실제로 한국어를 말하는 행

위, 체험이 즐거웠다는 답변도 보였다. 또, 어학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낀 수강생도 일

부 있었다. 

 

(21) 그룹 활동이었으니 역할을 분담해서 원활하게 동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22) 짝이 된 학생하고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다. 

(23) 멤버들과 하나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어서 성취감을 느꼈다.  

(24)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나에게 맞춰 주는 멤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룹 활동의 일환이므로 과제 달성을 위해 수강생들은 자발적으로 상호적으로 ‘협조’

하게 된다. 그룹을 나누는 방법은 수강생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멤버 사이에서 어학 능

력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한국어를 잘하는 수강생은 솔선해서 번역하거나 발음 

지도 등을 담당하는데 그만큼 부담도 컸을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한국어를 잘하지 못

하는 수강생은 대사를 생각하거나 동영상 편집과 같은 부분을 담당함으로써 서로 부담

을 균등하게 나누려고 한다. 어학 능력의 차이는 적재적소로 작업을 분담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강생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키는 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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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작용된 듯하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었다.  

 

(25) 한국어는 물론 동영상의 편집 기술이 늘었다는 것이 좋았다. 

(26) ‘대학생이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라고 느꼈다. 

 

편집에는 여러 동영상을 연결시키거나 특수 효과와 BGM, 자막 삽입 등, 다양한 작업

이 수반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에 대해서도 수강생들은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편집 

소프트를 구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점들이 ‘과제를 즐기는 것’, 어학 능력의 향상’, ‘커

뮤니케이션의 촉진’ 이외에 ‘실용성’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차적인 효과이다. 

한편으로 반성해야 할 점에는 다음과 같은 답이 있었다.  

 

(27) 좀 더 자연스럽게 연기하고 싶었어요. 

(28) 대사를 외우는 게 어려워서 유창하게 말하지 못했다. 

(29) 대사를 더 구어체로 그리고 짧은 대사도 포함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대사의 자연스러움, 유창함과 같은 주로 말하기와 연기에 관해서 반성한 답변이 눈에 

띈다. 모범 대사가 없는 경우 수강생들끼리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것은 역시 상당한 어

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0) 마감 시간 직전까지 완성하지 못했다. 

(31) BGM 이 너무 컸다. 자막이 작아서 보기 힘들었다. 

(32) 편집할 때 좀 더 음악을 넣을 걸 그랬다. 

 

그 외에는 일정 관리에 대한 반성과 편집 결과에 대한 반성이 많았다. 후자에 대해서

는 등장 인물에 따라 실제로 대사가 잘 들리지 않거나 자막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다

는 예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에 과제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하였고 주의해야 

할 것을 정리한 프린트를 배부하였으나 역시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어려운 듯하다. 

 

3.4. <Q.4 팀으로 하는 활동은 즐거웠습니까?> 

위에서도 논하였듯이 이 과제는 수강생이 과제 자체를 즐겁게 수행하는 것이 목적의 

하나였다. 질문에 대한 회답은 다음과 같다. 

 

2019 년도 전반기 응답자 39 명 중 YES(39 명) / NO(0 명) 

2019 년도 후반기 응답자 23 명 중 YES(22 명) / NO(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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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의 1 명을 제외하고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한 활동이 즐거웠다고 회답하였

다. 우선 즐거웠다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겠다. 

 

(33) 동영상을 찍을 때는 시행착오를 거듭했는데 그게 즐거웠다. 

(34) NG 도 있어서 웃었고 한국어를 통해서 멤버들과 사이가 깊어졌습니다. 

(35) 문장에 관한 의견을 내서 잘 만든 것 같고 NG 가 나면 웃음이 폭발해서 다시 

찍었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연기중 NG 를 많이 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이지만, 

오히려 수강생들은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NG 를 즐긴 듯하다. 

 다음은 그룹 활동만의 강점이 나타난 답이다.  

 

(36) 하나의 작품을 협력해서 만드는 것은 완성했을 때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37) 내가 생각지 못한 뛰어난 발상도 있었고 팀으로 제작하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38) 녹음하고 발음을 들었는데 자기가 서툴러서 웃겼습니다. 함께 뭔가 만드는 게 

즐거웠습니다.  

(39) TV 프로를 이미지해서 평소와 다른 기분으로 대담한 편집을 한다든지 아이디어

가 많이 난무해서 재미있었습니다! 

(40) 그룹 활동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여러 면에서 협력해서 즐거웠다. 수업 시간 외

에도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할 걸 그랬다. 

 

이들 회답 내용을 보면 수강생들이 서로 아이디어를 내거나 혼자서는 못 하는 일을 

다른 멤버와 협력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 동시에 해냈다는 성취감을 얻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룹 활동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는 수강생도 있었으나, 위와 같은 활동

을 통해서 멤버와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본인도 즐길 수 있었

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으로 활동이 즐겁지 않았다는 수강생도 있었다. 

 

(41) 과제을 시작하는 게 늦어서 전체적으로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즐기기까지는 

못 한 것 같다.  

 

시간 관리로 인한 문제가 큰 이유로 보인다. 이 수강생은 ‘반성해야 할 점’에 있어서

도 시간 관리에 대한 반성을 적었다. 또한 ‘좋았던 점’에는 ‘모든 멤버가 마감 시간을 지

켜서 완성했다는 것이 좋았다’며, 이와 같은 답변으로 보아 이번 과제에 대해서는 그다

지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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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2학년 이상이 수강하는 수업에서는 한국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과제로 하였다. 

수강생이 2019 년도 전반기・후반기의 과제를 마치고 이번 과제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수강생의 자기 평가 시트의 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수강생은 과제를 통해서 한국어의 문법이나 어휘를 잘 습득하였다고 느끼

고 있었다. 그룹으로 활동함으로써 수강생들은 서로 협조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방식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였으며 수강생들은 과제의 좋았던 점으로 들었다. 또, 자신이 

반성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강생은 이 과제가 ‘즐

거웠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하나의 작품을 서로 협조해서 만들어냈다는 달성감도 얻

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일정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그룹도 있었으나, 전반기・후반기 모두 

수업 시간에 동영상 제작이 완료되어 전 그룹이 최종적으로 과제를 달성하였다. 

이 과제를 통하여 수강생들의 어학 능력이 얼마 정도 늘었는지 측정하는 것은 어렵

다는 문제가 남아 있으나, ‘즐기면서’ 수행하는 수업 과제로서 학기 단위로 부여하는 것

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수강생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과제의 한 예로 제

시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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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교육 시 제기되는 언어적 오류, 용어법 

 

 

곽 동 훈 

 

1. 들어가는 말 

세계화가 대세를 이루는 시대에서 번역은 다른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크게 인식

되고 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에 의해 인간의 언어가 어려 갈래의 언어로 나누

어진 이후, 번역은 우리 인간언어의 역사와 시작을 같이 한다. 그러나 언어(모국어)와 언어(외국

어)를 연결하는 번역과정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현실과 이상은 언제나 괴리가 있듯이 원천 텍스

트와 목표 텍스트 사이에는 편차와 오류에서 기인하는 고도의 긴장이나 괴리가 존재하기 마련이

다. 한국어로만 이룰 수 있는 언어미학이나 표현, 특히 한국문학만이 지닌 독특한 형상 등은 미지

의 언어와 낯선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고 쉽게 고립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본다. 그 원인

은 첫째도 돌째도 우리 한국어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나의 예로서, 한국문학은 세계문학의 구도 

안에서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할 이론적 바탕을 이루었으나, 실제적 경험에서는 그 이론적 바탕이 

세계문학 현장에 쉽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국문학이라는 건물의 기둥이자 대들보로서 기능했

던 한국어는 역설적이게도 한국문학 해외전파에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이는 우리 한국어가 세계

의 다른 언어들, 특히 세계 주요언어와 어떤 호환성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에 기인한다 (정명교 

2013: 17). 하나의 문학작품이 작가의 구체적이자 실천적인 노동에서 탄생하는 것처럼 번역 역시 

번역가의 구체적인 노동에 의해 구체화된다. 말할 것도 없이 번역가의 노동은 유창한 언어구사 

능력에 기초한다. 물론 번역과정은 단순한 언어적 교환이 아닌 해당 텍스트에 대한 각별한 관심

과 이해, 문화적 소통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작업이라 할 수 있겠지만, 번역의 기본은 역시 번역

가 개인의 언어구사 역량에 좌우된다. 문학번역의 경우, 문학적 감상력과 표현력이 아무리 뛰어난 

번역가라도 수준 높은 언어구사 능력이 결여된다면 번역의 완성도는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물론 

언어에 대한 학문적 접근능력 (번역가의 언어 구사력) 혹은 문학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번역에 접

근하는 능력, 이 둘 중 어느 것이 더 이상적이고 가치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의미없는 싸움이다. 

원천 텍스트의 언어와 수용 언어 간의 이질성 혹은 사회, 문화적 장애물이 존재하더라도 문학의 

가치는 서로간의 타협과 조정을 조건으로 문학적 동일화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타협과 조정

은 바로 번역가의 개입에서 나온다. 1  한국적인 특성을 많이 지닌 문학작품일수록 번역과정에서 

                                           

1 스코프스 이론(Skopos theory)을 소개한 독일의 번역학자인 노르드(Christiane Nord)는 “문학에 대한 번역작업

은 저자의 창작의지를 지침으로 삼아 원문의 문학적 구조를 재생함으로써 목표 독자들에게 원문의 장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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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노력과 인내심이 요구된다. 특히 언어적 표현에서 오는 차이는 번역가의 작업 중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언어적 마찰은 번역가의 기술에 따라 극히 이분법적인 결과로 포장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또 다른 창작인 번역’과 ‘번역의 순기능에 충실한 단순번역’,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유형으로서 독자들에게 소개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천작품의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 즉 창작 의도를 그대로 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작에서 나타난 어휘

나 어조, 어세(語勢) 등을 올바르게 소화해 내지 못한 채 번역된다면 성공적인 번역은 결코 아니

다.  

루마니아에서 학부과정으로 한국어문학을 전공하는 (혹은 부전공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번역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교육현장이나 취업시장에서 번역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관심증가와 사회적 

니즈가 커가는 이 시점, 한국학 교육의 최전선에서 고투하고 있는 교수진과 강사들은 보다 더 체

계적이고 효과적인 번역관련 학습방향을 구축하고 제시해야 하겠다. 한국인들이 자주 범하는 언

어적 오류 중 하나인 ‘동의중복현상/용어법’은 번역학습 과정에서 흔히 발견되는 오류 중 하나이

다. 또한 학습자들은 동의중복적 현상이 내포된 한국어 텍스트를 번역할 시 많은 의문을 제기한

다. 동의중복은 대개가 동일 어종(語種)보다는 이종 어휘들 사이의 중복이 보편적이다. 한국어 내 

동의중복의 적지 않은 경우는 의미변화 (특히 한자어의 의미가 변화)를 겪는 현상을 보이므로, 번

역학습과정 중에 있는 외국인들이 인식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의 동

의중복은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하나의 용어로 이루어지는 형태적 구성이 일반적이므로, 조합

된 단어가 동의중복적인지 그 여부가 매우 불명료하다. 이에 반해 루마니아어에서의 동의중복현

상은 주로 중복되는 독립된 문장성분으로 나타나는 통사적 구성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

에, 이것에 의해 의미가 오역되는 일은 거의 없다. 번역교육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구

조의 동의중복현상을 설명해야 하며, 학습자들 역시 형태적인 것과 통사적인 것, 혹은 형식적인 

것과 의미적인 것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한국어 속의 동의중복적 표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방법은 보다 완벽한 번역교육과 이에 대한 올바른 학습평가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2. 번역교육 중 관찰되는 하나의 언어적 오류, 동의중복현상  

모호한 번역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번역평가에 대한 기준을 우선 정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김진아 외 4인은 번역물에 대한 평가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

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어떤 항목에 대해, 그리고 어떤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세워서 평가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장혜선 2011: 393). 번역평가 기준에는 (1) 왜곡없이 전체적 의미를 명확

                                           

술적 가치, 언어적 아름다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목표언어를 풍부하게 하는 과정”이라 하였으며, 번역행

위에는 반드시 목적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Nord 2006: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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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전달하는지 (2) 원천 텍스트와의 기능상 일치 (3) 논리 및 선택용어의 일관성 (4) 오역 (5) 

지나친 직역이나 의역 (6)의미 왜곡 (7) 근거없는 누락이나 첨가 (8) 문법적 오류 (9) 번역어 관

행에 어긋난 부자연스러운 표현의 존재 여부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번역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을 어느 정도 제시한다 볼 수 있다. 또한 번역학습자들의 강점과 취약점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도 알려준다 하겠다. 위의 여러 기준들 중 (4),(5),(6)과 (7)은 

해당 번역어를 이해하고 있는 한국인 교육자에 의해 평가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번역어를 모국어

로 하는 교육자들에 의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장혜선: 393-394). 한국인들이 자주 범하는 언

어적 오류 중 하나인 동의중복현상 또한 한국인 교육자에 의해서만 제대로된 교육과 평가가 가능

하다 볼 수 있겠다.2 국어학적으로 용어(宂語)현상, 즉 동의중복 현상3은 크게 잉여적 군더더기 말

(redundancy) 혹은 동의어 반복 (tautology), 단순한 중복표현 등과 같은 형식적 특성과 의미변화를 

겪는 현상 즉 의미적 특성, 이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4 이것은 외국인 교육자들에게는 

좀처럼 논의대상이 될 수 없고 분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언어적 현상이다.  

한국어에서의 동의중복 현상은 주로 한자어와 고유어 사이에서 나타난다. 한자어의 요소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대응 고유어가 반복, 구성되어 나타나거나 대응 고유어가 존재하지 않을 시 

해당 한자어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처가(家)집5, 한옥(屋)집6, 역전(前)앞, 

                                           

2 동의중복 표현의 오류는 위에 언급한 번역평가 기준 중 ‘의미왜곡’ 혹은 ‘근거없는 누락이나 첨가’, ‘문법오

류’에 해당된다 볼 수 있을 것이다.  

3 용어법의 사전적 의미는 ‘강조나 수사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는 표현

방법’이다. 하나의 예로서, 우리의 표준국어대사전 격인 루마니아의 DEX에서도 동의중복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Eroare de exprimare constând în folosirea alăturată a unor cuvinte, construcţii, propozţii etc. cu acelaşi 

înţeles’-동일한 의미를 지닌 단어나, 어구, 문장 등을 사용하는 표현 오류 (Academia Română, Institutul de 

Lingvistică ‘Iorgu Iordan’ 1998: 807).  

4  동의중복현상과 관련된 몇 가지 선행연구로는 ‘일종의 오염(contamination)’이라고 주장한 Hermann Paul 

(1891: 170), ‘과도한 묘사나 표현(hyper-characterization)’으로 언급한 Christian Lehmann (2005: 119), ‘잉여적으로 발

생되는 현상’이라고 말한 Sala Marius, ‘단순한 동어반복’이라고 주장한 Avram과 ‘어휘 또는 문법적 동의어의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설명한 Guţu Romalo (Oum Tae Hyun 2014: 382) 등이 있다.   

5 의미중복에 대해 연구한 임지룡은 ‘처가’와 ‘처갓집’을 예로 들면서, 언뜻 보기에는 동일의미를 지닌 듯하

지만 양자의 표현가치가 때때로 상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임지룡 1983: 55). 즉 ‘처갓집을 팔다’

는 단순한 ‘주택거래’를 의미하지만, ‘처가를 팔다’는 추상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어 ‘가문의 명예나 힘을 빌린

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이 두 표현에 개념적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

고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다.  

6  ‘한옥’이란 단순 표현적 어휘와 동의중복적 표현인 ‘한옥집’의 관계에서는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구어와 문어라는 문체적인 차이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노명희는 이와 같은 현상에 관해 중복형은 구어

적인 특성을 보이며, 단순형은 문어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소개하였다 (노명희 2006: 266-267). 따라서 번역

교육 시 중복형 표현과 단순형 표현의 차이는 크게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

다. 예를 들어 문학작품에 대한 번역학습 시 동의중복적인 표현이 감지된다면 (물론 경험이 적은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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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上)위, 아침조(朝)반, 손수(手)건, 큰대(大)문 등은 ‘명사와 명사’간 발생하는 것이고, ‘그림으

로 도해(圖解)하다’와 ‘배에 승선(乘船)하다’, ‘차(車)를 주차(駐車)하다’ 등은 여러 가지 통사적 구

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노명희: 263).  

동의중복의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말이 연달아 이어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 현상은 비슷한 뜻을 지닌 단어들이 의미분화를 일으키면서 공존하게 되는 어취체계의 한 면을 

보여준다 (노명희 2009: 275). 번역학습자들이 이러한 동의중복적 표현을 발견 시, 이것이 강조효

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혹은 원문의 저자가 중복적 표현을 언어적 오류로 인식을 

못 하였는지), 아니면 두 의미를 지닌 용어가 조합될 때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는지의 여부 등

으로 범위를 좁혀 적절한 단서를 찾아야 할 것이다. 두 요소의 의미 가운데 하나의 의미로 한정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또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번역학습자들이 

인지해야할 점은 번역물에 동의중복현상과 관련된 오류나 실수가 내포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

필요한 반복이나 장황스러운 표현이 있다는 것이며, 문장의 일부를 넘어서 문장 전체가 애매하거

나 불명료하게 되어 독자의 이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루마니아인들의 경우 한국어의 동의중복적 현상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어의 동의중복

현상은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하나의 용어로 이루어지는 형태적 구성이 대부분이지만, 루마니

아어에서는 주로 독립된 문장성분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통사적 구성으로 나타난다. 형태적 현상

과 통사적 현상의 구분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루마니아 번역학습자들은 비

교적 통사적 구성에서의 동의중복적 표현을 쉽게 발견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을 필자는 발견

할 수 있었다. 부사와 동사(서술어)의 조합에서 예를 들면, ‘다시 회상하다’라는 동의중복적 표현

을 ‘a reaminti din nou’7로 번역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즉 부사 ‘다시’가 동의중복적으로 사용된 

것을 감지하였고 루마니아어로 번역 시 부사어 성분이 중복되지 않게끔 번역을 하였다. ‘공동으로 

동업하다’에서 ‘동업하다’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은 부사어인 ‘공동으로’를 번역의 대상에

서 제외하였으며, ‘다시 재확인하다’에서도 반복의미의 부사어 ‘다시’가 번역 시 불필요하다는 것

을 쉽게 인지하였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지나치게 과음(過飮)하다’에서 ‘지나치게’란 부사어 

성분이 불필요하게 사용된 것을 인식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뒤로 후진하다’, ‘둘로 양분(兩分)하다’, 

                                           

학생들은 이러한 것을 감지하기 어렵겠지만), 의미상의 변화가 아닌 이상 이러한 표현이 어떠한 문맥에 위

치하는지 혹은 작품 속 각 장면의 환경이나 배경의 흐름과 조화시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한옥집’과 

같은 중복표현은 구어체와 같은 좀 더 직시적인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이러한 이해가 

결여된 번역학습자는 어떠한 단어의 단순형과 중복형을 등가개념적이라고 쉽게 간주한다. 즉 자신의 번역문

이 원문과 동일한 상황으로 확장될 수 있는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     

7 동사인 ‘a reaminti’의 사전적 의미는 ‘다시 기억하다’, ‘회상하다’이며, 부사로서 ‘din nou’는 ‘다시’나 ‘또’의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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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도해(圖解)하다’ 등에서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오류를 지적한 것이 사실이다.8 

한국어 텍스트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이들에게는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점과 용어선택의 문제, 

문법 등 여러 가지 고충이 따르기 마련이다.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천 텍스트가 전하는 

전체적 의미를 왜곡과 오류없이 새로운 문화권의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나아가 번역평가 

기준의 핵심은 응결성에 있다. 즉 내용적 연관성과 일관성을 말하는 것으로, 원천 텍스트가 내포

하고 있는 어휘나 개념, 각 성분의 관계가 서로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정호

정 2009: 196-197). 수증기의 응결로 물이 만들어지듯이 번역작업 시 텍스트에 대한 응결성은 

매우 중요하다. 번역학습을 지도하는 이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구조의 동의중복 현상

에 대해 각별히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겪은 경험과 번역관련 과제물 등에서 추출한 몇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가 화석화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충분

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교육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우선 첫 번째의 경우는 루마니아어 내에서도 

흔히 생성되는 부사와 동사 간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동의중복현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맞닥칠 때 루마니아 학생들은 두 요소 간의 의미관계를 쉽게 이해하며, 적절하게 대처한다.  

짧게 요약하다  a abrevia (vb. 요약하다) pe scurt (adv. 짧게) 

한 줄로 줄지어 세우다 a alinia (vb. 줄지어 세우다) în şir (adv. 한 줄로)  

함께 공존하다  a coexista (vb. 공존하다) împreună (adv. 함께) 

함께 동업하다  a colabora (vb. 동업하다) împreună (adv. 함께)  

공동으로 동업하다 a conlucra (vb. 동업하다) în comun (adv. 공동으로) 

다시 재확인하다  a reafirma (vb. 재확인하다) din nou (adv. 다시) 

다시 회상하다  a reaminti (vb. 회상하다) din nou (adv. 다시) 

스스로 자각하다  a înţelege singur (자각하다) singur (adv. 스스로, 홀로) 

뒤로 후진하다 a merge în spate (뒤로 가다) în spate (뒤로, 뒤쪽으로) 

위와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사와 동사 간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동의중복적 표현이지만, 관습

화된 몇 가지 표현도 존재한다. 이 역시 루마니아어 내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것이 동의중복적 오류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필자가 근무하는 바베쉬-볼여이 대학교 한국어

문학과 내에서 사용하는 교재에서도 이와 같은 오류가 심심찮게 발견된다. 1학년 한국어문법교재

인 ‘재미있는 한국어 1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지음) 2008년 판’ 내 제5과를 보면, ‘안으

로 들어가다’와  ‘밖으로 나가다’, ‘위로 올라가다’ 등과 같은 부사와 동사 간의 결합에서 불필요한 

                                           

8 이러한 예에서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자교육은 번역학습 시 한국어에 존재하는 동의중복적 

현상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수월하게 한다. 대부분 한국어 안에서 나타나는 동의중복현상은 한자어가 한국

어로 들어오면서 국어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자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번역학습자들에게 한자어 교육의 당위성은 엄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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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가 남용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습화된 동의중복적 표현을 독해할 경우, 대다수

의 루마니아 학생들도 동일한 수준의 루마니아식 오류에 빠지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는 안으로 들어간다’를 ‘El intră înăuntru’ 혹은 ‘아래로 떨어지다’를 ‘a cădea în jos’, ‘위로 들

어올리다’는 ‘a înălţa în sus’ 등과 같은 동의중복적 실수를 범하는 것이 자주 관찰된다. 위에서 언급

한 표현들은 논리적으로 즉 정보전달의 효용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기초학습자들에게는 분명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여겨진다.  

다음은 목적어와 동사 간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동의중복적 현상을 보여준다. 이것은 두 요소 

간의 의미관계가 불명료하여 학습자들의 이해가 조금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털을 제모하다  a depila (vb. 제모하다) părul (털) 

영화를 상영하다  a ecraniaza (vb. 상영하다) un film (영화) 

개회식을 개관하다  a inaugura (vb. 개관하다) deschiderea (개회식) 

돈을 모금하다  한자어에서 온 동사, ‘모금하다’와 순수 우리말인 ‘돈’의 결합에

서 발생되는 동의중복현상이기 때문에 루마니아 번역학습자들

이 번역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다.  

차를 주차하다  한자어에서 온 동사, ‘주차하다’와 순수 우리말인 ‘차’의 결합에

서 발생되는 동의중복현상이기 때문에 루마니아 번역학습자들

이 번역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다. 

결실을 맺다  한자어에서 온 명사, ‘결실’과 순수 우리말인 ‘맺다’의 결합에서 

발생되는 동의중복현상이기 때문에 루마니아 번역학습자들이 

번역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다. 

여운을 남기다  한자어에서 온 명사, ‘여운’과 순수 우리말인 ‘남기다’의 결합에

서 발생되는 동의중복현상이기 때문에 루마니아 번역학습자들

이 번역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다. 

여분을 남기다  한자어에서 온 명사, ‘여분’과 순수 우리말인 ‘남기다’의 결합에

서 발생되는 동의중복현상이기 때문에 루마니아 번역학습자들

이 번역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롭다.  

 

아래의 표는 관형사와 명사 간의 결합에서 종종 발생하는 동의중복적 예를 보여준다.  

늙은 노파 baba (s. 노파) bătrână (adj. 늙은) 

대단한 명작  capodoperă (s. 명작) excepţională (adj. 대단한) 

둥근 원  cerc (s. 원) rotund (adj. 둥근)  

긍정적인 칭찬  complimente (s. 칭찬) pozitive (긍정적인)  

상호적 상호의존  interdependenţă (s. 상호의존) reciprocă (adj. 상호적)  

새신랑  ‘신랑(新郞)’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즉 ‘결혼하는 남자’ 혹

은 동시에 ‘신혼 초의 남편’을 이르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 따

라서 ‘새신랑’은 경우에 따라서 동의중복적 표현이 아니다.  

새신부 mireasă (s. 신부) nouă (adj. 새로운) 

 

다음은 명사와 명사 간의 결합, 즉 이종어휘 간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중복을 보여준다. 이것은

‘한자어와 한국어’나 ‘영어와 한국어’ 사이의 중복을 말하는데 이 현상은 형태적 구성으로 이루어

지는 동의중복적 표현이 거의 없는 루마니아어 사용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불명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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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嶺)고개 추풍령(嶺)고개 삼각형(形)모양 철교(橋)다리 

승무(舞)춤 실내(內)안 호피(皮)가죽 칠월(月)달 

생일(日)날 헤어드라이어기 프린터기 믹서기 

ATM기 커터칼 돼지족(足)발 야(夜)밤도주 

 

3. 맺는 말  

문학은 각 운명 공동체가 지닌 지적이자 예술적이며 전체적인 사상과 감정이 결합된 문화결

정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을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 가치를 재창출하는 

것은 올바른 번역에서 시작된다. 한국번역문학의 성장동력은 해외전문번역가의 내생적 성장에 달

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대학기관의 역할이 우선시된다. 번역의 분

야를 독립된 하나의 학문으로 간주하여, 학제간의 연구대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학관련 

학과에 종사하는 교육인들은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번역학습 방향을 구축하고 제시해야 

한다.  

동의중복현상은 한국어 안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언어적 오류이다. 한자어나 최근들어 급

속도로 유입되는 영어와, 고유어인 한국어 간에 발생되는 ‘동의어 경쟁’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내의 동의중복현상은 이종어휘 간의 결합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루마니아를 비

롯한 해외 번역학습자들에게는 쉽게 논의대상이 될 수 없고 분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다차원

적인 (multidimensional) 언어적 현상이다. 특히 한자어는 한국어 내 동의중복현상의 생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자어가 한국어로 들어오면서 국어화되는 과정 중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

기 때문에 해외한국어 교육과정 중 한자어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다양한 구조

의 동의중복 현상을 소개하여, 형태적인 것과 통사적인 것 혹은 형식적인 것과 의미적인 것을 기

준으로 분류, 한국어 안의 동의중복현상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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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해주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현지에서의 단기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 요구 분석을 중심으로- 

 

김마리나* 김주성* 류지현* 강승혜** (연세대학교) 

 

 

1. 서론 

 

 1.1. 연구 배경 

 

소련 시기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은 슬라브족과 토착민족 사이에서 중간 계층으로 자리 잡

았지만, 연방 붕괴 후에 토착민족을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면서, 민족 갈등을 피하여 자신

들의 본향이자 슬라브 문화권인 연해주로 귀환해 왔다. 현재 고려인들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남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나가면서 언어 정체성 또한 재구성하는 중이다. 전통적인 

고려말1은 점차 사라지고 주로 남한의 표준어가 보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서 연해주 고려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학술적인 교육과정 개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연해주 현지에서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연해주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현지에서의 단기 한

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학습자 연령대를 청소년으로 잡은 것은 연해주에서의 민

족어 계승이 젊은 세대에게 달려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교육과정을 단기로 설정한 것은 

관련 연구가 매우 드문 상황에서 본고가 하나의 기초 작업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룰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과 관련된 요구와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할 

것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학습자 등의 요구, 연해주 고려인의 역사와 사회, 언어적 환경 

등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없이는 온전한 의미에서의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연해주라는 특정 공간이 품고 있는 언어적 환경은 고려인에 대한 한국어 교

육의 의미를 특정한 것으로 만들어 준다. 연해주에는 기존의 고려말과 새로운 남한말 외에

도 다양한 한국어의 변종들이 공존하고 있다. 고려말 자체도 기층 방언이 무엇이냐에 따라 

함경북도 육진 방언에서 유래한 고려말과 강제 징용으로 인해 사할린에서 살게 된 사람들의 

한반도 남부 방언 유래의 고려말로 나뉜다. 연해주는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 공동저자, ** 교신저자. 

1 이 연구에서 ‘고려말’은 고려인의 전통적인 한국어를 가리킨다. ‘한국어’는 남한말과 북한말은 물론이

고 한국어 변종을 모두 아우르는 의미로 쓴다. 



북한 사람과 재중 동포의 언어도 존재한다. 그 밖에 주류 언어인 러시아어, 소수 민족들의 

언어 사용이 다채롭게 펼쳐지는 곳이 연해주이다. 이러한 환경은 교육과정의 목표어나 매개

어를 별다른 고민 없이 표준어 중심의 남한말로만 확정하는 데 재고의 필요성을 던져 준다

고 생각한다. 

이처럼 연해주 고려인에게 있어서 한국어 교육의 의미는 고려인의 역사와 이들을 둘러싼 

사회언어학적 환경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요구를 통해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려인을 위한 현지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의 부족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 

남한 사회의 필요뿐만 아니라 현지 상황과 학습자 요구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을 시도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히 요구 분석을 통하여 연해주에 살고 있는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현지에서의 단기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이다. 

 

 1.2. 기존 논의 검토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핵심 맥락이 ‘현지’, ‘재외동포’, ‘단기’ 

한국어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연해주’, ‘계승어’, ‘캠프’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림 1> 교육과정 개발 연구의 맥락 

 

                                           

2 연해주 고려인에게 있어 한국어가 지니는 의미는 19세기 함경북도 육진 지역 조선인의 연해주 이주

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바뀌어 왔다. 이에 대해서는 이종원(2016)을 참조할 수 있다. 



첫째, 연해주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일반 현황과 고려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으로 나눠 살

필 수 있다. 일반 현황을 자세히 소개한 박지형(2014)는 연해주 지역의 한국어 교육이 교회, 

고려인문화센터, 한국교육원, 각 급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한국어를 가르치는 

러시아 공식 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는 연해주 지역이 상대적으로 한

류의 영향을 적게 받고 한국어의 실용성이 낮은데다가, 교사에 대한 처우마저 좋지 않아 교

사 양성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해주의 한국어 교육 환

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엘레나(2018)은 사회단체 차원의 연해주 

고려인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소개하였는데, 주요 기관으로는 교회, 로지나3 서당, 고려인문

화센터를 들었다.4 특히 연해주 고려인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우수리스크는 고려인 사회

의 ‘수도’라고 하면서 이곳의 고려인문화센터에서 다양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고려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는 한류, 교육과정, 한국과의 교류 등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학생 교류, 캠프 등의 협력과 교사 전문성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리하자면, 연해주에서 민간 차원의 한국어 교육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지만 제도권 안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침체되어 있어 교육의 연속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연해주 내 공식 교육 부문의 개

선과 한국어 주 사용국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남한 사회의 상향식 지원 방안

으로서 현지에서의 단기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고려인 청소년과 같은 재외동포에게 한국어 교육은 외국어 교육이나 제2언어 교육

이 아니라 계승어 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태린(2010, 208)은 

재외동포의 한국어에 ‘가족 또는 혈연으로 관련되어 있는 언어’, ‘사회의 비주류 또는 소수가 

사용하는 언어’, ‘최소한의 수동적 지식 이상을 가진 언어’, ‘아동기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언

어’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는 연해주 고려인의 한국어에 해당한다. 

그런데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정책 제공자의 입장에서 한국이나 한민족 같은 

특정 국가, 또는 민족에 당위적 가치를 두고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정작 학습자의 요구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경향이 존재한다.(강승혜 2013, 98-99) 따라서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의 개별적, 구체적 삶에 중요한 의미나 이익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다.(조태린 2010, 20)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계승어 교육이 단일한 민족 정체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복

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강승혜 2013; 조태

                                           

3 러시아어로 ‘본향’ 또는 ‘고향’이라는 뜻이다. 

4 이밖에도 2019년 9월에 개교한 최재형고려인민족학교가 최신 한국어 교수법의 적용을 표방하며 적

극적인 교육 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린 2014) 구체적으로 강승혜(2012)는 프랑스어권 재외동포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면서 한국

의 문화 요소만 제시하지 않고 비교 문화 항목을 적극적으로 포함하여 상호문화적 관점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학습자가 한국어에 흥미를 가지게 할 뿐 아니라, 재외동포로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고려인 청소년을 위해 실제 시행된 한국어 캠프 사례를 살핌으로써 본 교육과정 개

발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안정민 외(2019)는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단기 한국어 

프로그램을 소개한 유일한 논의이다. 해당 교육과정은 그 목적을 한국어 실력 배양, 한민족 

정체성 제고, 자기 주도 학습에 두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 한국어 교실, 활동, 체험, 프로

젝트, 교류, 행사, 평가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프로그램 완료 후 참가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림 2>는 이 프로그램의 일정표로서, 한국어 캠프의 특

징을 보여준다. 

<그림 2> ‘2018 고려인 청소년 한국어 집중 캠프’ 일정표 (안정민 외 2019, 91)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은 연해주 현지 교육과정이 아니라 한국 정부 초청 사업의 일환이었

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발의 모든 과정에 남한의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땅굴, 

통일전망대 방문 등을 통한 통일 답사는 고려인의 요구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

지 프로그램은 연해주의 상황과 학습자의 요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2. 연구 방법 

 

본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요구 분석은 4가지 측면에서 실시하였다.(표 1) ① 교육 기관

의 필요5를 알아보기 위해 문헌 조사, 면담을 실시하였다. ② 부모 세대의 필요를 알아보기 

위해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6 ③ 학습자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문헌 조사, 면담, 설문을 

실시하였다. ④ 교수요목 설계에 참고하기 위해 관련 교재와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양적 설문을 통해 요구의 일반적 경향을 확인하고 질적 면담으

로 구체적인 요구를 보충하도록 한다. 

 

<표 1> 요구 분석의 대상, 방법, 목적 

대상 방법 목적 

교육 기관 

문헌 조

사 
한국어 교육 기관의 상황 파악 

면담 교육과정에 대한 필요 파악 

부모 세대 
문헌 조

사 
언어 태도와 사용 파악 

학습자 

문헌 조

사 
언어 태도와 사용 파악 

면담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파악 

설문 한국어 사용, 능력, 학습 동기, 선호하는 학습 등 파악 

교재 / 선행 연구 
문헌 조

사 
한국어 단기 교육과정 언어 교수요목 경향 파악 

 

연해주의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는 사회단체, 교회, 한국교육원, 러시아 학교 등이 있다. 이

들 가운데 본고에서 교육과정 시행 기관으로는 사회단체를 상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5 본고에서는 ‘요구’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첫째, 학습자가 스스로 ‘요구’하는 것, 둘째, 다른 

이가 학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요구의 조사와 분석에 있어서 둘 중 어느 한 가지 관점

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이를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6 고려인 부모 세대에 대한 면담을 계획하였으나 섭외에 실패하여 문헌 조사로 그쳤는데, 교육 기관 

한국어 교수자의 자격으로 면담한 이들이 모두 부모 세대이므로 그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대변

했으리라고 본다. 



같다. 교회의 경우 고려인 사회의 발전보다는 기독교 선교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 한

국교육원은 남한 정부의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된다는 점, 러시아 학교는 러시아 정부의 직

접 관리 아래 있어서 접근이 어렵다는 점 등에서 단점이 있다. 그러나 사회단체는 현지의 

필요와 요구를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들보다 융통성이 있다고 판단

하였다. 이에 따라 연해주 한국어 교육 관련 사회단체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고려인 3명을 

(1)과 같은 항목으로 면담하여 구체적인 필요를 확인하였다.(표 2) 

 

 (1) 면담 항목 

  -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어 사용 현황, 학습 환경과 이에 대한 생각 

  -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어 학습 목적 

  - 고려인 청소년이 배워야 하는 한국어의 종류 

  - 고려인 청소년이 좋아하는 언어 학습의 스타일이나 방식 

  - 그 밖에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어나 한국어 교육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 

 

<표 2> 고려인 한국어 교수자 면담 정보 

이름 성별 시간 방식 소속 

교사 A 

여 

19-11-13 (23분간) 음성 통화 기관 A 

교사 B 19-11-13 (22분간) 화상 통화 기관 A 

교사 C 19-11-30 (17분간) 녹음7 기관 B 

 

학습자인 연해주 고려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선, 언어 태도와 사용의 현황에 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고, 연해주에 살고 있는 고려인 청소년 3명을 면담하여 구체적인 요구를 조사

하였으며(표 3) 면담 항목은 (1)을 준용하였다. 또한 연해주에 살거나, 한국에 사는 연해주 

출신 고려인 청소년 40명을 눈덩이 표집하였고, 2019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구

글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한국어 교수 학습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설문 참여자의 성비는 남성 30%(12명), 여성 70%(28명)였고, 평균 연령은 19.7세였는데 

12~30세의 고려인들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은 인적 사항, 한국어 사용 경험, 한국어 실

력, 한국어 학습 동기, 선호하는 학습 등 총 18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7 연구자가 교사 C에게 질문을 알려주고 교사 C가 답변을 녹음하여 연구자에게 음성 파일을 보내 왔

다. 



<표 3> 면담에 참여한 고려인 청소년 

이름 성별 나이 시간 방식 비고 

학생 A 남 16세 19-11-06 (07분간) 

음성 통화 

기초 학업 능력 우수 

학생 B 남 17세 19-11-06 (10분간) 기초 학업 능력 우수 

학생 C 여 22세 19-11-06 (10분간) 언어학 전공 대학생 

 

교재와 선행 연구의 경우, 단기 교육과정을 위한 교재 3권, 다문화 배경 청소년을 위한 교

재 1권, 단기 교육과정 교수요목 설계 연구 2편을 분석하여 교수요목 설계에 참고하였고, 

학습 내용의 적절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교수요목 설계에 참고한 한국어 교재와 선행 연구 

  - 강승혜(2009), 《fast & fun 한국어 1》, 다락원. 

  - 국립국어원(2014), 《중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1》, 국립국어원. 

  - 김유미(2010), 《한국어 단기 과정을 위한 언어문화 교재 개발 방안》, 가톨릭대학교 한국

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 동국대학교 국제어학원(2108), 《함께 배워요 한국어 단기 과정》, 동국대학교 출판부.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19), 《사랑해요 한국어 1》,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신용재(2008),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단기 과정 교수요목 설계》, 고려대학교 교육

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 논문. 

 

3. 요구 분석 

 

 3.1. 교육 기관 

 

연해주에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사회단체들은 주로 우수리스크 지역에 모여 있는데, 고

려인문화센터, 최재형고려인민족학교, 로지나 서당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는 오랫동안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고, 특히 고려인 사회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자율적이다. 

본 절에서는 사회단체 관련 한국어 교육 기관 중에서 문헌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실태를 파

악할 수 있는 고려인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교육 기관의 상황을 분석하고, 2개 기관의 교수자 

면담을 통해 교육 기관의 필요를 확인할 것이다. 

고려인문화센터는 고려인 사회, 남한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2009년에 개관하였다. 

이 기관은 고려인이 ‘자랑스러운 러시아 국민이자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려인 



화합, 소수민족 교류, 남북 교량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표방한다. 센터가 자리하는 우

수리스크는 고려인의 집거지인 동시에 남한인, 북한인, 재중 동포가 함께 사는 공간이기도 

하며, 슬라브인뿐만 아니라 158개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곳이다. 무엇보다 고려인들이 소련 

해체 후에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 귀환하였고, 고려인만이 연해주의 소수민족 가운데 유일하

게 대규모 센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민족들의 견제가 존재한다. 한편, 고려인문화센

터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교류도 이어가고 있는데, 북한 강사가 가무단을 가르치거나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등이 방문하여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조엘레나 2018; 박병은 

2019) 따라서 센터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모두의 구심점이 되어야만 하는 환경에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이해 차원에서라도 언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조엘레나(2018)에 따르면 고려인문화센터의 한국어 교육은 5세 이상의 모든 연령층을 대

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규 프로그램으로는 9월부터 5월까지 2학기 동안 주당 3시간으로 

진행되는 입문, 초급, 중급 과정, 토픽 대비반 등이 있다. 학생은 2018-2019년 과정에 88명

이 등록하였는데 학습 동기 중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 유학 등이 가장 높았다. 정규 과정 

외에도 여름 캠프가 있어서 2017년부터 매년 여름방학마다 남한의 대학생들이 방문하여 역

사와 문화를 주제로 행사를 열고 있으며, 그 주체는 2017년 대구대, 2018년 동덕여대, 2019

년 경북대로 매년 바뀌어 왔다. 여러 기관의 참여는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해주 고려인 사회가 필요로 하고 학습자가 요

구하는 교육과정의 기본 틀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3명의 교수자 면담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복수의 응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연

해주 고려인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그 동기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자녀의 계승어 학습에 대한 부모의 요구이고, 둘째는 한류 등의 영향으로 

인한 청소년 학습자의 요구이며, 셋째는 유학이나 취업, 한국 방문 등의 기회를 획득하기 위

해서이다. 교수자 A와 B는 다양한 한국어의 변종 가운데 남한의 표준어를 중심으로 가르쳐

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교사 C는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 모두를 학습해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 고려인의 조상이 한반도를 떠났을 때는 남북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

었기 때문에 언어 학습에 있어서도 남북한 중 특정 국가를 선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밖에도 이들은 한국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어 원어민들이 직접 연

해주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2. 학습자, 부모 세대 

 

여기에서는 학습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고려인 부모 세대의 언어 태도와 사용을 

참조하여 이들의 필요도 함께 비교할 것이다. 



CIS 지역의 언어 실태를 조사한 윤인진(2009)에 따르면 연해주 고려인의 제1언어 사용 능

력은 러시아어 > 고려말 > 한국어8 순이지만, 언어 학습 의지는 러시아어 > 한국어 > 고려

말 순이다. 특히 다른 지역의 고려인에 비해 연해주 지역의 고려인들은 한국어 능력이나 학

습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해주 고려인만을 대상으로 언어 태도와 사

용을 조사한 이종원(2016)에서는 50대 이상에서 고려말에 대한 태도와 능력이 긍정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승하고자 하는 것은 고려말보다 한국어이며, 젊은 층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연해주 고려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는 고려말보다는 한국어를 중심으

로 가르쳐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소비에트 체제를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사

이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 태도와 사용 양상이 확인되므로 세대 간 이해 차원에서라도 전통

적인 고려말에 대한 이해 교육이 일부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인을 위한 기존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남한어만 가르치고 있는 반면 고려말은 일체 배제되고 있으나, 고려말이 

고려인 사회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고려인의 전통과 역사를 담고 있다는 점, 50대 이상

의 부모 세대에서 고려말에 대한 태도와 능력이 긍정적이라는 점 등에서 고려말과 한국어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연해주 고려인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높은 빈도의 응답 중 교육과정 개발

에 의미 있는 내용을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해주 고려인 청소년들은 거의 예외 

없이 러시아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며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었다.(97.5%) 한국어를 배운 곳

으로는 고려인문화센터라고 응답한 경우(33.3%)가 가장 많아 해당 기관이 연해주 우수리스

크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국어 교육 기관임이 확인된다. 그밖에 가정에서(15.4%), 학교에서

(12.8%), 한국에서(10.3%) 배웠다는 응답도 있었다. 교사와 교수 언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는 한국인에게 러시아어로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37.5%), 한국인에게 한국어로 

배우고 싶다는 경우가 그 다음(27.5%)이었다.(그림 3) 이에 따라 교수자는 한국어-러시아어 

이중언어 교사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배우고 싶거나 배워야 하는 한국어

에 대해서는 대부분 남한의 표준어라고 답했다는 점에서(95%) 본 교육과정의 목표 언어는 

표준어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윤인진(2009)와 이종원(2016)의 ‘한국어’는 한국어의 변종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표준어 위주

의 남한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선호하는 교사와 교수 언어 

 

  한편, 한국어 실력은 전혀 못하거나 초급 수준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모든 기술 영역에서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특히 초급 수준의 학생이 절반에 가까웠다.(그림 4) 따라서 연해주 고

려인 청소년을 위한 현지에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우선적으로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그림 4> 기술별 한국어 실력 

 

한국어 학습 이유로는 언어 학습, 직업, 한국 방문 등의 동기가 가장 많았고(57.5%), 친교

(50%), 학업(47.5%) 등의 목적도 많았다.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분야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

되었으나 말하기(85%)와 쓰기(75%)의 경우가 가장 많았다.(그림 5) 

 



 

<그림 5>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분야 

 

선호하는 학습 양식으로는 교사의 설명, 필기 등을 좋아하는 권위 지향적 학습(72,5%)과 

대화나 영상, 견학 등을 통한 구체적 학습(62.5%) 양식이 절반을 넘었다. 또한 영화 드라마 

보기(60%), 글쓰기(47.5%), 문학 감상(45%), 게임(37.5%), 고려인 전통 음식 만들기(37.5%), 

음악 듣기(35%) 등이 학습 활동으로 선호되었다. 한국어 학습 경험에서 좋았던 점을 자유롭

게 기술해 달라는 개방형 질문에서는 교사가 좋았다는 응답(6회)과 한국어가 간단하고 쉽다

는 응답(6회)이 가장 많았는데, 후자는 한글이라는 문자를 학습하는 것에 대한 평가로 보인

다. 한국어의 발음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경우(5회)도 많았으며, 한국어 학습을 통해 직접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5회)도 역시 많았다. 한국어 학습이 재미있다는 응

답(4회)은 문화와 관련된 여러 활동을 통해 내려진 평가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고빈도 응답들

은 교수요목 선정에 있어서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3명의 학습 대상자 면담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요구들을 확인하였다. 최근 연

해주에는 고려인 청소년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데, 한국어는 민족

어이기 때문에 계승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와, 남한의 발전에 따라 한국어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많아지는 데서 한국어를 학습하려는 동기가 거듭 확인되었다. 면담에 

참여한 청소년 중 2명은 고려인 청소년이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 고려인의 고려말 

등 다양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남한 표준어 위주의 다른 일반적인 응

답들과 배치되는 요구로, 둘 다 기초 학업 능력이 우수하여 다른 참여자들과는 다르게 특히 

역사적 지식을 근거로 학습해야 하는 한국어의 종류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

련하여 본 교육과정의 목표 언어는 표준어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문화어와 고려말을 일부 반

영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언어 학습 양식에 대해서는 각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3.3. 정리 



 

구체적인 교수요목 설계에 앞서,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본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되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기존의 관련 교육과정이 주로 남한의 관점을 반영했다고 한다면, 본 교육과정은 고려인 

사회와 연해주 현지 상황, 학습자 요구 등을 참조하여 고려인 학습자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

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언어적으로는 남한의 표준어를 중심으로 교수요

목을 구성하되, 고려인 사회의 세대 간 이해와 한민족 내부의 집단 간 이해를 위하여 고려

말과 문화어를 이해 교육 차원에서 일부 반영하기로 한다. 이는 부모 세대의 제1언어 사용 

능력, 학습자와 교수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한편, 문화적으로는 남한의 관점이 

아니라 연해주 고려인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주제들을 선정하여 교수요목을 설계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역사의 경우 고려인의 이주사라든지 고려인 사회가 지지하였던 최재형, 안중근 

등의 독립운동사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학습자의 정체성 형성과 한반도와의 

역사적 연대감을 위하여 성씨 본관과 같은 주제를 반영한다. 또한 주류 슬라브 문화권임과 

더불어 다민족, 다언어, 다문화적 특성을 지닌 연해주에서 고려인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족 간 교류 행사를 교육과정에 넣고, 언어와 문화가 상호문화적으로 교수 학습될 

수 있도록 비교 문화 항목을 선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특징을 담은 교육과정은 남한 정부나 특정 종교와의 관련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단체를 운영 기관으로 상정하고, 한국어-러시아어 이중언어 사용자를 교사로 포함할 것

이다. 본 교육과정은 언어문화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여 정규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와 공감

이 필수적이므로 러시아어는 한국어와 더불어 교수 매체 언어에 포함되며, 무리한 몰입 교

육은 지양한다. 현지에서 한국어 사용이 필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완고한 몰입 교육의 

적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계승어 단기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지속적인 언어 학습에 동

기를 부여하고 안정된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는 데 있는데, 이를 성취하기 위해 학습자가 

가장 편하게 느끼는 언어의 사용을 막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능력 향상은 단기 

교육과정이 지속적인 언어 학습에 적절한 동기를 제공하여 자기 주도 학습이나 현지 정기 

교육과정 등록으로 유인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어

가 아닌 다른 언어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 현지의 학기 제도를 

참고하여 여름방학에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더운 날씨 등을 고려하여 여유로운 일정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이 교육과정은 연해주 고려인 청소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한국어 초급 수준의 학습자

를 대상으로 하되, 문자에 대한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단순한 자모 교육이 아닌 한글 

자체의 특징에 중점을 둔 자모 교육을 실시한다. 기술 영역에 있어서는 말하기와 쓰기 교육



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또한 고려인 청소년의 선호 학습 양식에 맞게 교사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면서도, 문화 교실 등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포함할 것이다. 요구 조사

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한글 문자, 의성의태어 등과 같이 한국어

의 특징에 대한 것을 포함하며, k-pop, 영화와 드라마, 문학 등 한류와 관련된 것과 게임, 음

식 만들기 등의 활동을 선정한다. 더불어 유학이나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어 

원어민과의 대화 교류 시간을 갖기 위해 한국인 5명 이상을 단기 교육과정 교수자로 구성

할 것이다. 

한국어 교실과 문화 교실은 언어 사용의 실제성, 흥미,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상황 

중심 교수요목과 주제-내용 중심 교수요목을 토대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교수요목

도 접목해야 할 것이다. 상황 중심 교수요목의 사례로는 연해주에서 고려인 청소년이 한국

인과 마주치는 상황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교수요목 설계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교육과정의 목적을 (3)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3) 연해주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현지에서의 단기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적: 

    “연해주의 고려인 청소년이 계승어와 그 문화에 대한 초급 수준의 학습을 통해, 러시아 

국민이자 한민족으로서의 복합적이고 안정된 정체성 구성을 시도하고, 한국어로 삶의 

의미와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참여 동기를 부여

한다.” 

 

아래에서는 요구 분석에 맞추어 개발된 본 교육과정의 개요를 소개하도록 한다. 목적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들은 교수요목 표에서 제시될 것이다. 

우선, 교육과정의 환경은 <표 4>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4> 프로그램 환경 

교수자 
러시아어가 가능한 한국인 (수업 시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상황에 알맞게 사

용) 

학습자 한글을 배운 경험이 있는 초급 학습자 / 1반에 약 10명 

보조 강사 한국인 약 5명 

장소 연해주 한국어 교육 관련 사회단체 

기간 학습자들의 방학에 3주 동안 



시간 
10~12시 한국어 교실 / 12~13시 점심시간 / 13~15시 문화 교실 

1일 4시간 × 1주 5일 × 3주간 = 총 60시간  

수업 자료 자체 교재 제작 

 

  다음으로, 교수요목에 적용할 상황과 주제를 선정 및 배열하기 위해 (2)의 교재와 선행 연

구에 제시된 내용 범주를 정리하고 이들을 범주별로 묶어 빈도를 계산하였다. 그 가운데 3

회 이상의 빈도를 보인 항목을 수업 교수요목에 포함시켰는데, 이들의 항목은 (3)과 같다. 

 

 (3) 검토된 교재들에서 3회 이상 나타난 상황과 주제 

  - 인사, 소개, 위치, 일상, 음식, 쇼핑(이상 6회), 시간/날짜/요일, 교통, 약속, 여가(이상 4

회), 날씨/계절(이상 3회) 

 

교수요목은 상황 중심 교수요목 및 주제 중심 교수요목을 중점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학습자의 언어 사용에 실제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어 교실은 상황 중심 교수요목으로 구성

되는데, 익숙하고 친숙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기차역에서’가 아니라 ‘우

수리스크 역에서’라고 제시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한국의 장학 사업, 유학 프로그램 등에 지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하는 상황은 ‘한국 유학 면접에서’와 같이 구성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매 수업마다 과제를 활용하여 가족 및 친구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

들고자 한다. 그 예로, 인사 표현을 배운 후 ‘가족/친구와 5번 인사하고 오기’를 과제로 제시

하며, 음식 문화에 대해 배운 후 ‘가족이 좋아하는 고려/한국 음식에 대해 인터뷰해 오기’를 

과제로 제시한다. 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내용을 한 번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유

도하며 가족 구성원과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화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주로 주제 중심 교수요목을 적용하여 요구분석 과정에서 학습

자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싶다고 밝힌 내용과 한국어 교육과의 연관성을 중심적으로 

구성할 것이다. 학습자들은 한국으로의 유학 및 취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를 위

해 ‘한국으로의 유학/취업 방법 배우기’와 같은 문화 수업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나의 성씨 

본관 알아보기’, ‘고려인 이주사 공부하기’ 등과 같이 학습자들이 고려인으로서 알아야 할 역

사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추가하고자 한다. 특히 고려말, 고려인의 역사, 고려인의 문화 

등에 대한 주제는 기존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가 부재하여 참조할 수 없으므로 연구자들이 

직접 선정하였는데, 여기에 연구자들 중 1명이 연해주 출신의 고려인이라는 점이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학습 순서를 정할 때에는 학습자들의 흥미도와 관심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몇 주차의 무슨 요일에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칫 지



치기 쉬운 금요일은 학습 동기를 제고하기 위해 실제로 활동을 하거나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 항목 관련 주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의 교수요목 항목과 순서를 간략히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교수요목 항목과 순서 

주차 
순

서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상황(소주제) 주제 

1주

차 

01 오리엔테이션 키릴문자와 한글 비교하기 

02 우수리스크 중앙 광장에서 (인사) 러시아/남한/북한 새해 인사 배우기 

03 고려인문화센터에서 (소개 1) 한국의 공동체 게임하기 

04 한국 유학 면접에서 (소개 2) 한국으로의 유학/취업 방법 배우기 

05 한인마트에서 (쇼핑) 러시아와 한국 물건으로 시장놀이하기 

2주

차 

06 여행사에서 (여행) 나의 성씨 본관 알아보기 

07 콘서트장에서 (일상생활 1) K-POP 배우기 

08 영화관에서 (일상생활 2) 한국 영화 보기 

09 우수리스크역에서 (위치) 
가족/이웃에게 마을 잔치 초대장 보내

기 

10 우수리스크 한식당에서 (음식) 고려/한국 음식 만들기 

3주

차 

11 가족 모임에서 (시간과 날짜1) 고려말과 한국어로 숫자 세기 

12 돌잔치에서 (시간과 날짜2) 러시아와 한국의 기념일 비교하기 

13 도라공원에서 (날씨와 계절) 고려인 이주사 공부하기 

14 블라디보스토크공항에서 (약속) 고려인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하기 

15 마을 잔치하기 

 

마지막으로, 이상의 모든 논의를 통해서 개발한 본 교육과정을 주제, 상황, 목표, 활동, 과

제 등으로 더 자세히 제시하면 <표6>과 같다. 

 

<표 6> 전체 교수요목 (주제, 상황, 목표, 활동, 과제) 

1

주
월 

- - 오리엔테이션 

문 주제 키릴문자와 한글 비교하기 



차 화 

활동 

 •키릴문자와 비슷한 한글을 찾아 비교한다. 

 •한글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린다. 

 •한글의 특징에 대해 배운다. 

목표 

 •한글을 익숙하게 쓸 수 있다. 

 •그림을 그리고 꾸미며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한국어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화 

한

국

어 

상황  우수리스크 중앙광장에서 (인사) 

목표  •한국어 인사 표현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과제 
 •가족/친구와 5번 인사하고 오기 

 •고려인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인사말 듣고 적어 오기 

문

화 

주제  러시아/남한/북한 새해 인사 배우기 

활동  •러시아, 남한, 북한에서 하는 새해 인사의 의미와 뜻을 배운다. 

목표  •각 국가의 인사 문화가 비슷하면서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수 

한

국

어 

상황  고려인문화센터에서 (소개 1) 

목표 
 •한국어로 자신의 이름, 국적, 민족, 주소, 고향을 선택적으로 사용

하여 이야기하고 쓸 수 있다. 

과제  •가족/친구에게 자신을 5번 소개하고 오기 

문

화 

주제  한국의 공동체 게임하기 

활동 

 •한국에서 하는 공동체 게임 활동을 즐긴다. 

(꼬리잡기, 몸으로 말해요,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몸으로 단어 만

들기, 초성 퀴즈 등) 

목표 
 •캠프에 참여한 친구, 선생님들과 친해지고 한국의 공동체 중시 

문화에 대해 알 수 있다.  

목 

한

국

어 

상황  한국 유학 면접에서 (소개 2) 

목표 
 •한국어로 가족이나 친구의 이름/국적/직업을 소개할 수 있다. 

 •한국어로 우리 가족이나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쓸 수 있다. 

과제  •미래의 직업, 장래희망 소개하는 글 써오기 

문

화 

주제  •한국으로의 유학/취업 방법 배우기 

활동 
 •러시아와 한국에서 인기 있는 직업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으로 유학/취업을 갈 때 필요한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목표 
 •학습자들이 원하는 유학,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래희망

에 맞는 한국 유학 및 취업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금 한 상황  한인마트에서 (쇼핑) 



국

어 
목표 
 •한국어로 사고자 하는 물건을 말할 수 있다. 

 •한국어로 물건의 개수를 말할 수 있다. 

과제 
 •사고 싶은 물건 2개를 메모하고 마트에 가서 사 오기 

(다음 수업 때, 자신이 산 물건을 가져오기) 

문

화 

주제  러시아와 한국의 물건으로 시장 놀이하기 

활동 

 •러시아에서 유명한 물건/기념품과 한국의 유명한 물건/기념품에 

대해 알아본다. 

 •두 나라의 물건으로 시장 놀이를 한다. 

목표 
 •한국 시장 놀이를 하며 한국어 수업에서 배운 표현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2

주

차 

월 

한

국

어 

상황  여행사에서 (여행) 

목표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의 이름과 특징을 알 수 있다. 

 •교통수단을 알고 해외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과제  •가족과 같이 여행 가고 싶은 나라 계획 세우기 

문

화 

주제  나의 성씨 본관 알아보기 

활동 
 •나의 성씨와 관련된 한국 도시를 찾는다.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조사한다. 

목표 
 •나의 성씨와 관련된 한국 도시가 어디인지 알고 한국의 성씨 문

화를 이해할 수 있다. 

화 

한

국

어 

상황  콘서트장에서 (일상생활 1) 

목표 
 •한국어로 자신의 취미에 대해 소개할 수 있다. 

 •배우고 싶은 취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소개할 수 있다. 

과제  •친구들에게 취미가 무엇인지 인터뷰하기 

문

화 

주제  K-POP 배우기 

활동 
 •K-POP을 듣고 좋아하는 가사를 찾고 불러 본다. 

 •친구들과 K-POP 춤을 춘다. 

목표 
 •K-POP을 따라 부를 수 있다. 

 •K-POP 춤을 배우고 출 수 있다. 

수 

한

국

어 

상황  영화관에서 (일상생활 2) 

목표 
 •한국어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한국어로 지난 방학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일기를 쓸 수 있다. 

과제  •방학 중 가장 즐거웠던 일 일기 써 오기 

문 주제  한국 영화 보기 



화 
활동 
 •좋아하는 한국 영화를 소개한다. 

 •좋아하는 한국 영화의 대사를 따라 말한다. 

목표 
 •한국 영화를 보며 좋아하는 대사를 찾고 짧은 연극 활동을 할 수 

있다. 

목 

한

국

어 

상황  우수리스크역에서 (위치) 

목표 
 •한국어로 우리 마을을 소개할 수 있다. 

 •우리 마을을 소개하는 안내 글을 쓸 수 있다. 

과제  •마을 그림 그리고 한국어로 설명 써 오기 

문

화 

주제  가족/이웃에게 마을 잔치 초대장 보내기 

활동  •가족/이웃을 잔치에 초대하는 내용을 이중 언어로 써서 보낸다. 

목표  •간단한 내용의 러시아어-한국어 대역 초대장을 만들 수 있다. 

금 

한

국

어 

상황  우수리스크 한식당에서 (음식) 

목표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이름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을 소개할 수 있다. 

과제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고려/한국 음식에 관해서 인터뷰하기 

문

화 

주제  고려/한국 음식 만들기 

활동 
 •고려인의 음식 문화와 한국의 음식 문화를 비교한다. 

 •고려인과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하나를 만들어 본다. 

목표 
 •같은 듯 다른 한민족의 식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고려/한국 음식 조리법을 작성할 수 있다. 

 

 

 

 

3

주

차 

월 

한

국

어 

상황  가족 모임에서 (시간과 날짜 1) 

목표 

 •시간을 바르게 말할 수 있다. 

 •날짜와 요일을 바르게 말할 수 있다. 

 •하루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과제  •가족과 함께 이번 주말 계획 세우기 

문

화 

주제  고려말과 한국어로 숫자 세기 

활동  •고려말과 한국어의 다른 숫자 방식을 배운다. 

목표 

 •연해주에서 사용하는 고려말 숫자 표현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어와 고려말의 숫자 표현이 비슷하고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 

한

국

어 

상황  돌잔치에서 (시간과 날짜 2) 

목표 
 •우리 가족의 기념일이 언제인지 알고 말할 수 있다. 

 •지역이나 나라와 관련된 기념일을 알고 말할 수 있다. 



과제  •우리 가족의 기념일을 적은 달력 만들어 오기 

문

화 

주제  러시아와 한국의 기념일 비교하기 

활동 
 •러시아의 기념일 문화와 한국의 기념일 문화에 대해 알아본다. 

 •같은 기념일과 다른 기념일을 달력에 적는다. 

목표 
 •러시아와 한국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념일에 대해 공부하고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수 

한

국

어 

상황  도라공원에서 (계절과 날씨) 

목표 

 •한국의 계절과 러시아의 계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인들이 계절에 따라 하는 활동과 러시아인들이 계절에 따라 

하는 활동을 비교하는 글을 쓸 수 있다. 

과제  •가족과 내년 사계절 계획 세우기 

문

화 

주제  고려인 이주사 공부하기 

활동  •고려인들의 이주사에 대해 알아본다. 

목표 
 •고려인들의 이주사에 대해 공부하며 민족의 역사와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목 

한

국

어 

상황  블라디보스토크공항에서 (약속) 

목표 
 •캠프를 진행한 친구, 선생님과 다시 만나자고 약속할 수 있다. 

 •3주간 진행한 캠프에 대해서 짧은 소감문을 쓸 수 있다. 

과제  •캠프 활동에 대한 소감문 쓰기 

문

화 

주제  고려인 독립운동 사적지 방문하기 

활동 

 •연해주와 관련된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알아본다. 

(최재형, 안중근, 이상설) 

 •우수리스크에 있는 유적지 방문한다.(최재형 고택, 신한촌 등) 

목표 
 •과거 고려인들의 역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독립운동가(최재형, 안중근, 이상설)에 대해 알 수 있다. 

금 
문

화 

주제  마을 잔치하기 

활동  •고려인 가족/이웃을 초대하여 마을 잔치를 한다. 

목표 

 •한국의 마을 잔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 음식을 만들며 가족/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다. 

 •K-POP 공연을 할 수 있다. 

 

5. 결론 

 

연해주 고려인과 같은 재외동포를 위한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일에는 



해당 재외동포 사회의 요구와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달리 말하면, 개발자의 필

요는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와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

이다. 그러나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과정의 경우, 지금까지는 개발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주로 

단일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맹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해주 고려인의 역사와 사회언어학적 환경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요구를 통

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글에서는 요구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계승어 

교육에 대한 연해주의 한국어 교육 관련 사회단체와 고려인 부모 세대의 필요 및 고려인 청

소년 학습자의 요구를 조사하였다. 또한 관련 교재와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교수요목 설계

에 참고하고 학습 내용의 적절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연해

주의 고려인 청소년이 계승어와 그 문화에 대한 초급 수준의 학습을 통해, 러시아 국민이자 

한민족으로서의 복합적이고 안정된 정체성 구성을 시도하고, 한국어로 삶의 의미와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참여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단기 교육

과정의 목적을 세워 보았다. 교수요목 설계에 있어서는 언어 사용의 실제성을 높이기 위하

여 상황 중심 교수요목을 선택하고 각 상황에 연해주 현지 정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

며, 학습자 정체성과 직접 관련된 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주제 중심 교수요목을 토대로 일방

적인 남한의 정체성이 아니라 연해주 고려인의 복합적 정체성 구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

다. 

그러나 본고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에 그쳤다. 앞으로 이를 더 구체화시키고, 

교육과정에 알맞은 교재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 양성과 관련

된 연해주 현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교사용 지침서 개발과 같은 실효성 있는 지원

도 필요하다. 본 연구가 이러한 후속 활동에 대한 하나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이 글이, 좁게는 연해주 고려인, 넓게는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과정이 비판적 관점에서 재구

성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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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서의 실재감 구현 방안  

- 한국어 중급 쓰기 수업의 예 

김보경 (헬싱키 대학교) 

 

1. 들어가는 말 

2000년대 이후부터 언어교육 현장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블랜디드 러닝

(blended learning: 혼합수업),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역진행 수업)을 포함한 온라인 교육의 효

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Blake, 2009; Hockly, 2015; Hubbard, 2008; Pawan et al., 2016; and 

White, 2014). 온라인을 통한 외국어 교육은 학습 결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학습효과가 예상한 만큼 높지 않고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의견도 있었

다(Gonzalez-Lloret, Marta, and Katharine Nielson. 2009). 또한 블랜디드 러닝이나 플립 러닝은 주로 교

실 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선택적 또는 부분적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 모

든 교실 수업이 전면적으로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는 예외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어

교육의 내용, 방법, 과제, 평가, 수업 운영 등 교육과정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일반적인 지식전달 중심의 강의식 수업에서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이고 학습자는 지식을 수동적

으로 받아들이는 청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한

국어 수업에서 상호작용과 실재감은 수업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수업 내에서는 교사

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교재 및 교육내용과 학습자 간의 수많

은 상호작용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과 여기에서 생기는 실재감은 온라인수업에서도 중요

하며 교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 발표에서는 온라인 한국어 수업에서 실재감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중급 쓰기 수업의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2. 실재감 (Presence) 

실재감은 ‘어딘가에 존재하는 느낌 (being there)’ 을 의미하는데(Heeter, 1992) Garrison, D. R., T. 

Anderson and W. Archer (2000)에서는 실재감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Elements of an Educational Experience Source: Garrison, D., T. Anderson and W. Archer. 2000. 



사회적 실재감 (Social presence)은 “실제 사람들(real people)”이 “거기에(there)" 존재하는 것을 느

끼고 같은 학습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 친밀감, 협력학습, 자신을 표현하는 

학습 분위기를 의미한다. 인지적 실재감 (Cognitive presence)은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적 측

면으로 지속적 대화를 통해 학습내용에 대해 성찰하고 의미를 구성하고 지식을 구축하는 정도이

다. 교수 실재감 (Teaching presence)은 교사에 대한 존재를 느끼고 학습에 대한 안내, 반응을 통

해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실재감은 교육적 경험을 

이루고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실재감은 상호작용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사실이나 단순한 정보 교환이나 의견을 공유하

는, 상호작용이 반드시 실재감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상호작용이 성찰적 사고와 비판적 담화의 

속성을 지닌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구조화되고 체계화될 때 인지적 실재감을 수반한다고 했

다.(Garrison & Cleveland-Innes, 2005). 

   

3. 중급 1 쓰기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기술 

의사소통 기능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4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은 주로 

구어의 표현 영역인 말하기 능력 향상에 관심이 집중되어 말하기 교수법과 과제 연구에 치중되어 

왔다. 그러나 쓰기 교육은 다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뿐 아니라, 의

사소통의 문어 표현 범주로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요소이다. 

먼저 중급 쓰기에 대한 유럽공통참조기준(CEFR: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에서

의 B1 단계의 쓰기 항목 기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창조적 글쓰기 항목 작문과 보고서 쓰기 항목 

자신의 관심분야의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 평이하면서도 자세한 기술문을 

쓸 수 있다. 느낌과 감상을 단순하고 

응결성 있는 텍스트로 기술하는 경험

담을 쓸 수 있다. 실제적이거나 허구

적인 사건, 혹은 최근에 한 여행에 대

해 기술할 수 있다. 이야기를 쓸 수 

있다. 

 일반적인 관심분야에 대해 짧고 간단한 작문을 할 

수 있다. 자신의 분야에 관한 익숙하고 일상적인 일

이나 좀 덜 일상적인 내용에 관한 많은 양의 사실

정보를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보고하거나 요약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형식으로 아주 간단한 

보고를 쓸 수 있다. 이때 일상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를 전달하고 행위의 이유를 밝힐 수 있다. 

 

<표> 유럽공통참조기준(CEFR: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쓰기 (B1) 

여기서는 창조적 글쓰기 항목과 작문 및 보고서 쓰기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는데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느낌과 감상, 경험, 허구적 사건이나 여행에 

대한 기술 뿐 아니라 보고서 쓰기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국제통용한국어표준교육과정에서는 목표와 내용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목표 친숙한 사회적, 추상적 주제로 된 글을 간단한 구조로 쓸 수 있다. 

내용 1) 자신과 관련된 생활문을 비교적 정확하게 쓴다.  

2) 친숙한 사회적, 추상적 주제 (직업, 사랑, 교육 등)에 관한 글을 간단한 구조로 쓴다.  

3) 실용문 (안내문, 전자우편(이메일) 등)을 단락과 단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쓴다.  

4) 간단한 구조의 설명문에 핵심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쓴다. 

<표> 국제통용한국어표준교육과정 쓰기 (3급) 

국제통용한국어표준교육과정 3급의 쓰기 교육에서는 생활문 뿐 아니라 실용문과 다양한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친숙한 주제 뿐 아니라 정

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 쓰기 연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이다.  

 

4. 한국어 온라인 중급 쓰기 수업의 예시 

여기서는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한국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 쓰기 수업을 예를 살펴보고

자 한다. 한국어 쓰기 수업은 온라인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1주일에 90

분 진행된다. 이 수업은 선택 과목으로서 학생들은 공공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어휘 및 표현의 올바른 사용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학생들

은 문학, 기사 및 기타 저널 텍스트, 공식 서한에 대한 짧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생성하

는 등 다양한 한국어 쓰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1. 학습자 분석 

교사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및 실재감을 구현하기 위해 학습자들에 대해 이해

와 분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교실 수업에서 필요한 학습자 성향, 요구 등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쓰기 방식에 대한 선호도 및 컴퓨터 및 인터넷 상황 등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

요하다. 그러므로 헬싱키 대학교 한국어과에 개설된 한국어 쓰기 (Korean kirjallinen taito)를 수강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선호하는 쓰기 연습 

https://moodle.helsinki.fi/course/view.php?id=25965


선호하는 쓰기 연습에 대한 질문에는 복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어휘를 사용해서 문장 만

들기,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 만들기, 문학에 대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일기 쓰기, 보고서 쓰

기, 스토리텔링, 받아쓰기 순으로 나타났다.  

 

<표> 선호하는 쓰기 방식 

  학생들이 선호하는 쓰기 방식은 손으로 쓰는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키보드나 전자펜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이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달리 비대면 쌍방향 온라인 쓰기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카메라와 스피커가 내장된 컴퓨터, zoom 

계정 및 Moodle, Google classroom, Canvas 등의 온라인 수업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수업 내에서

의 쓰기 연습과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지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림> 수업을 위해 사용하는 툴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위해 Zoom을 사용하였고 Moodle에 학습자료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간단한 쓰기 문장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기 위해 Padlet을 사용했고 타블렛과 전자펜을 

사용해서 손필기를 통해 피드백을 주기도 하였다.  

 

<그림> 패들렛 (Padlet) 예시 

Zoom 화면/채팅창 : 

비대면 수업, 

즉각적인 의사소통

Moodle : 학습자료

및 과제 제시

Padlet : 즉각적 문장

연습/확인

Tablet / 전자펜 :

피드백



4.2. 수업의 단계 

쓰기 수업의 단계는 일반적으로 쓰기 아이디어를 형성하고 쓰기 자료를 수집하는 쓰기 전 단계, 

쓰기 단계, 발표하기, 고쳐쓰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쓰기 후 단계, 오류 수정이 이루어지는 

피드백 단계로 구성된다. 이 온라인 쓰기 수업 내에서는 3단계로 나누어 정확성 연습, 텍스트 형

식 연습, 유창성 연습으로 진행하였다. 수업 시간에서는 쓰기 전 내용 준비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간단한 글쓰기 위주로 진행하였고, 긴 글쓰기는 과제로 제시하였다.  

단계 수업 내용 

인사  

(5분) 

 출석 및 간단한 안부 묻기 

 기술적인 문제(스피커, 모니터 등) 체크하기 

쓰기 정확성 연습  

(30분) 

 받아쓰기 : 말하기 수업에서 배운 문장 중 5개 선정 

받아쓰기는 교사가 문장을 모두 읽어줄 수도 있지만 학습자들의 

실재감을 높이기 위해 몇명 학생들에게 zoom 비공개 채팅을 이용

해서 문장을 보내면 그 학생들이 다른 동료들에게 읽어주는 방법

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짝활동 받아쓰기를 진행하기도 했다.  

 

 문법 오류 고치기 : 학생들의 오류문 함께 수정하기 활동 

매주 과제에서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오류문

을 발췌하여 짝활동, 소그룹, 또는 전체 활동으로 문법 오류를 고

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텍스트 제시 

글의 형식 (20분) 

 

 중급 단계에서 학습해야 할 텍스트 형식 제시: 일기, 이메일 / 답

장, 편지/초대장, 자기소개서, 광고문,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 상담

글, 블로그, 시, 소설, 수필, 노래 가사  

 

 텍스트 형식에 대한 정보 제시 후 이메일 형식에 맞게 한국어로 

메일을 보내기 과제 제시 



 메일을 받은 후 학생에게 답장하기 

 답장에서 틀린 오류 교정해 주고 대답하기 

쓰기 유창성 연습  

(30분) 

 말하기 수업 연계 소그룹 활동  

: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서로 인터뷰하고 기사문 작

성하기 쓰기 과제 진행 

 

 

 프로젝트 글쓰기 확인  (온라인 출판하기) 

https://storyweaver.org.in 

 1주: 글의 주제 정하기 

 2주: 전체적인 내용 구성하기 

 3주: 글 쓰기 

 4주: 수정하기 

 5주: 온라인에 출판하거나 PDF로 저장해서 제출하기 

 

 

 동화책을 공유하는 사이트에 사진과 자신의 글을 올리는 프로젝트

를 진행한다.  

마무리 (5분) 

 

 수업 내용 정리 

 Moodle에 과제 제시하기 : 실재감이 있는 쓰기 과제  

 

 수업 시간 이후에 피드백 주기 : 문법, 철자에 대한 정확성 뿐 아

니라 글의 길이나 내용에 대한 유창성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주도

https://storyweaver.org.in/


록 한다.  

 
 

5. 나오는 말 

  지금까지 한국어 온라인 쓰기 수업에서 실재감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실재 수업을 통

해 살펴 보았다. 언컨택트 사회에서 AI 로봇이 아닌 “너와 나, 우리”가 “여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실재감을 통해 교사와 학습자 간,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간극을 줄여보고자 했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실제 교실 수업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법을 찾고 온라인 수업이 지닌 장점을 살려 좀더 효과

적인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부족한 발표에 대한 많은 조언

과 의견을 부탁드리며 나오는 말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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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보고서 쓰기 교재 개발  

-유학생을 대상으로- 

 

 

김정아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학습자들은 구어나 일상적인 어휘, 조사, 연결어미 등을 학습해 왔기 때문에 

학술적인 글쓰기에서는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과는 다르게 학문 목적 

학습자들은 과제나 보고서 쓰기가 중요하다. 대학에서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보고서를 쓰라고 했을 때 형식에 맞는 문법이나 표현을 사용해서 글을 쓰는 학습자들은 

드물다. 이들은 모두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고서 형식의 글 대신 개인적인 주제로 쓰거나 

자유로운 글이 대부분이다. 쓰기는 단순히 학습자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글의 내용을 조직하고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대학에서 학문 목적으로 

학습하는 학습자들에게 보고서 쓰기는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보고서 쓰기 능력의 향상은 

학습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언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보고서 쓰기는 일반 목적 쓰기와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학문 목적 학습자는 보고서 쓰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보고서 쓰기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2000년대 중, 후반부터 급증하게 되면서 학문 목적을 위한 교재들이 많이 

출간되었다. 학문 목적의 교재들은 주로 통합형 교재2 또는 영역별 교재로 나뉘게 되는데 대학 부설 

                                            
1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2 문법, 읽기, 듣기, 쓰기 등이 통합된 형태로 한 교재 안에서 모두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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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당에서는 통합형 교재를 선호하는 반면 조금 더 학술적인 면을 요구하는 대학에서는 영역별 교재를 

선호하게 된다. 특히 다른 영역보다 쓰기에 관련된 교재들이 더 많이 출판되고 있다.  

대학 기관이나 개인적으로 출간한 교재들이 많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서 쓰기만을 위한 교재들은 

많지 않다. 본 연구자가 조사한 결과 소수의 대학에서 보고서 쓰기를 위한 교재들이 출판되었으나 내용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유학생들이 한 학기에 학습하기에는 분량도 많았다. 그래서 유학생을 위한 조금 더 

친절한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유학생을 위한 보고서 쓰기’ 교재를 집필하였다. 

Zhangjingting(2018)은 보고서 쓰기 교수 요목 설계에 앞서 먼저 학습자들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과 보고서를 쓸 때 가장 많이 접하는 보고서 유형에 대한 학습자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대학에 강의를 수강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택항목 ①강의 

이해 

②요약 

하기 

③보고서 

쓰기 

④토론 ⑤발

표 

⑥기타 합계 

응답

자 

(명) 

7 3 10 3 5 2 30 

백분

율 

(%) 

23.3% 10% 33.3% 10% 16.7% 6.7% 100% 

<표1> 대학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3 

                                            
3 Zhangjingting(2018) 재인용 

 



3 

 

 

이처럼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때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보고서 쓰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어렵다고 느낀 강의 이해와도 무려 10%나 차이가 난다. 보고서 쓰기는 가장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교재나 교수자가 없다는 것이 학습자들의 동기부여에 부합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많이 접하는 보고서 유형에 대한 설문이다.  

 

대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보고서 유형이 무엇입니까? 

 

선택 

항목 

①설명 

보고서 

②논증 

보고서 

③분석 

보고서 

④감상 

보고서 

합계 

응답자 

(명) 

10 11 2 7 30 

백분율 

(%) 

33.3% 36.7% 6.7% 23.3% 100% 

 

<표2> 대학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보고서 유형 4 

 

보고서 유형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학습자들이 대학 수강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4 Zhangjingting(20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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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논증 보고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이러한 학습자 요구를 반영하여 교재를 집필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특히 한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을 위한 보고서 쓰기 교수 요목과 함께 교재 구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3장에서는 보고서의 종류, 교재 구성에 

대해 논의하겠다.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보고서의 사전적 의미는 ‘보고하는 글이나 문서’라고 정의하고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의 과제로 보고서 쓰기를 많이 하는데 이러한 보고서는 과제의 결과물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문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학생이라면 입학과 동시에 졸업할 때까지 보고서 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편으로 대학에서는 보고서를 리포트(report)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주경희(2013)에 따르면 보고서 

즉, 리포트는 일정한 주제에 관하여 조사, 연구, 실험, 관찰한 사실을 보고하는 글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서술이 요구되며 자신의 주관적 견해나 막연한 추측, 감상 등은 엄격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용의 타당성이나 객관성, 합리성을 위해 다른 자료나 미디어 자료를 참고하게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하지만 많은 유학생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 

출처나 인용한 내용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보고서는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구성된다. 각각 보고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서론: 서론은 보고서의 시작으로 주제를 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다. 보고서를 쓰는 

목적이나 배경, 보고서에서 다루어질 내용을 언급할 수도 있다. 

2) 본론: 본론은 서론에서 제시한 주제를 논리에 의해 설명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부분이다. 

이때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해야 한다. 본론은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는 해결 방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결론: 결론은 작성한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서론과 본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마무리할 수도 

있고,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거나 미래 전망을 논하고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강신희(2018)는 한국어 쓰기 교육은 네 기능,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 학습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특히 학문 목적의 학습자들은 리포트뿐만 아니라 소논문 등 다양한 유형의 

쓰기를 하게 되고, 높은 수준의 쓰기 과제를 수행해야 하지만, 장르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을 받는 것은 과제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급 학습자는 상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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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관습적으로 수용 가능한 텍스트를 생산하는 수준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최선미(2008)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학문 목적 쓰기 교육을 위해 장르 중심 

접근법을 적용한 교재를 개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연구에서는 학문의 일반 목적인 교양과목의 학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준의 학술 보고서 쓰기의 능력을 기르는 것에 목표를 두고 보고서를 학문적 텍스트 중 

하나의 장르로 접근하였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의 대다수는 학습자의 쓰기 활동의 

형태적인 측면에만 도움이 되고 내용적인 측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Hyladnd(2004)는 장르 지식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쌓을 수 있는 것으로, 단순한 문법적 능력이 

아니며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참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장르 지식에 

다음과 같은 8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정리하였다.5 

 

① 개인적, 관습적, 사회적 의사소통 목적에 대해 아는 것 

② 특정 장르의 전형성을 만들어 주는 역할 혹은 일반적 위치에 대해 아는 것 

③ 텍스트의 전형적인 형식, 구조에 대해 아는 것 

④ 알맞은 주제와 주제를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해 아는 것 

⑤ 알맞은 사용역 선택을 위해 어휘와 문법적 특징에 대해 아는 것 

⑥ 장르를 구성하며 장르 안에서 사용되는 반복적인 문맥에 대해 아는 것 

⑦ 장르를 구성하는 독자와 담화공동체의 가치와 신념을 알고 그 독자와 담화공통 체가 해당 장르에 

사용하는 이음을 알며 그들에게 해당 장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는 것 

⑧ 인간적 행위 연속성에 있어 텍스트들의 연결성을 포함하여 해당 텍스트의 다른 텍스트에 대한 

의존성에 대해 아는 것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 쓰기 교재를 구상하였다.  

 

3. 보고서의 종류와 교재 구성  

 

3.1. 보고서의 종류 

 

왕예(2013)에서 다시 강금만(2009)의 논의를 인용하여 보고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대상에 따른 분류, 목적 및 방법에 따른 분류, 기술 형식에 따른 분류’의 형식으로 보고서의 유형을 제시할 

                                            
5 박은선(20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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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에 따른 분류: 에세이 형식의 보고서, 연구 실험 보고서, 조사 보고서 

(2) 목적 및 방법에 따른 분류: 실험 관찰 보고서, 답사 보고서, 조사 보고서, 활동 보고서, 학습 보고서  

(3) 기술 형식에 따른 분류: 일반적인 보고서, 계획 보고서, 대책 보고서, 검토 보고서, 실시 보고서, 현황 

보고서, 결과 보고서, 연구 보고서, 조사 보고서  

 

또한 최선미(2009)의 논의를 인용하여 보고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설명 보고서 

(2) 논증 보고서 

(3) 조사 분석 보고서 

(4) 감상보고서  

(5) 요약 보고서  

 

본 교재는 최선미의 유형을 참고하였다.  

 

3.2. 교재 구성  

 

쓰기에 관련된 교재들은 수없이 많다.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대학 생활을 돕기 위한 교재들은 많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서에 관련된 교재는 찾아보기 힘들다. 교재들에서는 ‘보고서 작성 절차, 보고서 

형식의 구성으로 작성, 보고서의 실제 써 보기’ 등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재 분량이 너무 많아 한 학기 안에 끝내기 힘들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특히 보고서 쓰기의 

경우는 문어도 많이 쓰이고 담화표지라든지 보고서 형식의 표현 방법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학습하지 

못하고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면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론, 본론, 결론에 

쓰이는 표현, 자주 쓰이는 담화표지, 인용 방법 등을 학습하는 것이 좋다.  

이 교재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학부 수업 수준에 맞춰 구성되었다. 본국에서 한국어를 수학하고(전공 및 

부전공)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온 학습자들이나 최소 중급Ⅰ6 이상의 수준을 갖춘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6 김중섭은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1 단계 연구(2010)에서는 표준교육과정의 교육 시간을 최대 시간과 최소 시간

으로 설정하여 교육 여건과 환경, 교육 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에 제시된 표준 교육 시간은 

각 등급 당 72 시간~200 시간이었는데, 이는 해외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등에서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후 72 시간(12

주*6 시간)을 최소 시간으로 설정하고 국내 정규 기관 및 한국어능력시험이 채택하고 있는 200 시간(10 주*20 시간)을 최 시간

으로 설정하여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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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이다.  

쓰기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언급했듯이 유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언어 기능 중 하나이다. 특히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경우 대학교에서 과제로 장르 쓰기를 많이 하는데 보고서 쓰기의 경우 학습자들이 

형식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연구자는 공동집필 위원들과 함께 

보고서의 개념과 종류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하며 최종적으로 

발표하기까지의 구성으로 된 쓰기 교재를 개발하였다. 이 교재는 4명의 현직 강사들이 직접 강의를 하며 

학습자들이 보고서 쓰기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학생들이라면 과제로 보고서 쓰기와 함께 

발표하는 것까지 학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착안하여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교재 집필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7개월간 진행되었다.  

이 교재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 1부는 보고서 준비 단계로 총 6장으로 되어 있으며 가장 기본이 되는 

보고서의 개념과 종류를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고서 요약하기, 표절과 인용, 보고서 쓰기에 꼭 필요한 

담화표지 연습 등으로 되어 있다. 2부는 보고서 쓰기로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보고서 개요를 짜는 것부터 

보고서의 서론, 본론, 결론 쓰는 방법이 각 장으로 나뉘어 있다. 3부는 완성된 보고서를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놓은 부분이다. 3부는 두 개의 장으로 되어 있으며 발표문 쓰기와 발표자료 만들기로 나뉘어 

있다. 한국의 대학 학사 일정은 16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주와 첫 주 오리엔테이션 주를 빼면 총 

13주의 수업으로 13개의 장은 한 학기 수업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다. 각 장은 3시간 분량의 양으로 

되어 있다. 교재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차례1> 유학생을 위한 교양 한국어 보고서 쓰기에서 발표문 쓰기까지 

목차  학습 내용  

1부  

보고서 준비 단계 

1장 보고서의 개념과 종류 

2장 보고서 읽고 요약하기 

3장 표절과 인용 

4장 보고서를 쓰기 위한 담화표지 연습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중급의 목표는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대부분의 언어 기능

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간단한 서류 작성 및 보고 등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뉴스, 

신문 기사 중 비교적 평이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친숙한 사회적･추상적 소재를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이해하고, 표현

할 수 있다.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과 대표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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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보고서를 쓰기 위한 표현 연습 

6장 보고서 화제 선정과 제목 정하기 

2부  

보고서 쓰기 

7장 보고서 개요 쓰기 

8장 보고서 서론 쓰기 

9장 보고서 본론 쓰기 1.2 

10장 보고서 결론 쓰기  

3부  

발표하기 

11장 발표문 쓰기 

12장 발표 자료 만들기 

본 교재는 보고서의 개념을 익히고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담화표지와 제목 정하기 등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부에서는 실제적인 보고서 쓰기 부분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작성 방법을 따로 배우고 익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이 활동을 통하여 보고서 작성법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부분은 발표하기로 각자 작성한 보고서를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방법까지 익힐 수 있는 

단락이다.  

부록에는 4가지의 보고서 예를 넣어 모범 사례를 제공하였다. 이때 제공한 보고서는 비교문화 보고서, 

논증 보고서, 감상보고서, 설명 보고서이다.  

교재의 1부 ‘보고서 준비 단계’는 6개의 장이며 처음 도입은 진단평가로 시작된다. 한국어 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쓰면서 쓰기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장이다. 1장은 보고서의 개념과 종류를 익히고, 

2장은 보고서를 쓰기 전 자신이 읽은 보고서를 요약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3장은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한 표절과 인용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한다. 4, 5장의 경우 

보고서 쓰기의 필수요소인 담화표지 연습과 서론, 본론, 결론에 쓰이는 표현 연습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부의 마지막 6장은 보고서 화제를 선정하고 제목을 정하면서 실질적인 보고서 쓰기 도입 단계이다.  

2부는 보고서 쓰기 단계로 7장 보고서 개요 쓰기를 시작으로 8장 보고서 서론 쓰기와 9장 본론 쓰기 

10장 결론 쓰기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3부는 두 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11장 발표문 쓰기 그리고 

마지막 장인 12장 발표 자료 만들기이다. 발표 자리 만들기의 경우 프레젠테이션의 여러 도구 설명과 자료 

만드는 법, 발표 평가하기로 마무리된다. 자세한 교재 내용은 직접 교재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유학생들을 위한 보고서 쓰기 교재 구성과 개발에 대해 제시하였다. 기출판된 많은 글쓰기 

교재들이 있지만 보고서 쓰기만을 위한 교재는 많지 않았기에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교재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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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구성과 단원은 한국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설계되었다.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보고서 

쓰기는 가장 중요한 요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이 교재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쉽게 

보고서라는 과제에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교재가 2020년 4월 출판 예정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만족도나 피드백에 대한 

내용을 본고에 실을 수 없다는 점이다.  

유학생뿐만 아니라 본국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한국어과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에게도 적합한 

교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한국 유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습자라면 꼭 한번 이 교재를 

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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