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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하종범
학술대회 준비위원장

2021년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글로벌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었고 외국어 교육에서도 새로운 일상이 태
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외국어교육학회에서는 ‘뉴 노멀시대의 외국어 학습과 교
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New Perspectives on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in New
Normal Era)’이라는 주제로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에 부합하여 기조연사로 미국 오레곤대학교의 Julie Sykes 교수님과 사이
버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이선희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Sykes 교수님은 테크놀
로지를 활용한 중간어 화용론 교수법과 혁신적 교육 설계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자이시
며 이번 섭외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선희 교수님 역시 혁신적 온라인 교육설계의
권위자이시며 이미 수많은 워크숍과 강의에서 좋은 호응을 얻으셨습니다.
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특히 프로그램과 프로
시딩지 제작 및 제반 업무를 지원해주신 각 언어권의 준비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소중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시는 선생님들과 참여하신 모든 분
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됨과 동시에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 영 사

방영주
한국외국어교육학회장

존경하는 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원님들께,
2021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참석하시는 모든 회원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뉴 노멀 시대에서의 외국어 학습과 교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New
Perspectives on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in New Normal Era)”라는 주제를 가지
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COVID-19의 영향으로 비대면(Zoom)
방식으로 진행되며, 새로운 노멀 시대에서의 외국어교육에 초점을 맞춘 주제 특강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뜻깊은 자
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외국어교육학회는 21세기의 외국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며 학술 및
연구 활동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외국어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교
육정책, 교수법, 평가방법 등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로 국내외 외국어교육 분야의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문적 성과를 교환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자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외국어 학습과 교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에 관한 외국어교육을 위해 학문적
성찰과 경험을 나누고 심층적인 토론으로 이어질 오늘의 이 자리가 더욱 소중하고
의미있게 느껴집니다. 학교의 국제화 수준이 대학 평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 능력 및 이해 수준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그들의 진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즈음에,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외국어교육을 위해
연구하고 논의하는 한국외국어교육학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블어, 이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학술대회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프로그램 및 프로시딩지
체어를 담당하신 각 언어권 이사님들, 그리고 학술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준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대회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
리면서, 오늘 학술대회 참가자 여러분의 심도 있고 폭넓은 학문적 교류와 인적 네트워
크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외국어교육학회가 지속적으로 번영하여 외국어
교육의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학회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학술대회 프로그램 일정표
일시: 2021년 9월 25일(토) 09:30~18:30
장소: Zoom을 통한 실시간 발표
주제: 뉴 노멀시대의 외국어 학습과 교수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New Perspectives on Foreig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in New Normal E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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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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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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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1
09:40-10:30

A Look Ahead: Re-examining the Role of Digital Technologies for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Interlanguage Pragmatics

10:30-10:35

Break Time

Julie Sykes(University of Oregon, USA)
사회: 김현철
(연세대학교)

Keynote Speec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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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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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4:50

Session 2
Zoom 8

Session 3
Zoo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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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6
Zoom 6

Session 7
Zoom 2

한국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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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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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최정현
(고려대학교)

좌장: 진 현
(영남대학교)

좌장: 김경석
(충북대학교)

좌장: 노채환
(사이버한국외대)

Session 1
Zoom 7

Session 2
Zoom 8

Session 3
Zoom 10

Break Time
Session 4
Zoom 4

Session 5
Zoom 9

Session 6
Zoom 6

16:30-16:40

16:40-18:20

중국어1
좌장: 전기정
(선문대학교)

Session 5
Zoom 5

Break Time

Session 1
Zoom 7
14:50-16:30

Session 4
Zoom 4

베트남어2

영어3

일본어

중국어3

프랑스어2

한국어3

좌장: 최해형
(청운대학교)

좌장: 표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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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정상철
(극동대학교)

좌장: 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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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안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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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회 식

Session 7

Session 7

사회: 최이진
(홍익대학교)

분과별 발표
Session 1
13:00~13:25

13:25~13:50

독일어

좌장

조국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페터 한트케의 언어 개념 - 『관객모독』을 중심으로
이재원
발표
(한국외국어대학교)
제2외국어 습득의 인지 효과에 대한 신경언어학적 분석

토론

주미경
(상명대학교)

토론

지영은
(단국대학교)

토론

최경인
(충남대학교)

정혜륜(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국지연
(강원대학교)

베트남어1

좌장

김현재
(영산대학교)

토론

Nguyễn Thị Thanh Tâm
(충남외국어고등학교)

토론

이현정
(서울대학교)

발표

이성은(서울대학교)

Bildgestütztes Sprechen durch produktive Videoarbeit
13:50~14:15

발표

Anja Scherpinski(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학습 효율성 향상을 위한 영문법 대조교육 필요성
14:15-14:40

발표

베트남어 플립러닝 교육 모델 연구
14:50~15:15

발표

황엘림(한국외국어대학교)

마이크로 러닝을 활용한 베트남어 작문 교수 모형 설계
15:15~15:40

발표

이지선(영남대학교)

Lỗi dùng loại từ của học sinh Hàn Quốc khi học tiếng Việt
15:40~16:05

(한국학생이 틀리는 베트남어 분류사 오류 분석)
발표

Nguyễn Thị Thanh Tâm(충남외국어고등학교)

토론

황엘림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이지선
(영남대학교)

좌장

최해형
(청운대학교)

토론

유솔
(충남외국어고등학교)

토론

조윤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이강우
(청운대학교)

토론

박정현
(충남외국어고등학교)

문화적 배경지식을 활용한 베트남어 독해 교재 개발 방향
16:05-16:30

발표

이현정(서울대학교)

베트남어2
PBL을 활용한 영상베트남어 수업
16:40~17:05

발표

이강우(청운대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베트남어 평가 방안 고찰
17:05~17:30

발표

박정현(충남외국어고등학교)

한국과 베트남의 속담을 활용한 문화 교육 방안
17:30-17:55

발표

유솔(충남외국어고등학교)

베트남어 온라인 수업 학업 성취도 평가방식에 관한 고찰
17:55-18:20

발표

조윤희(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분과별 발표
Session 2
영어1

좌장

김혜숙
(서울여자대학교)

Diving Deep: The Use of Mixed-Reality Learning Scenarios for Meaningful Language Learning
13:00~13:25
발표

Julie Sykes (University of Oregon, USA)

토론

김혜숙
(서울여자대학교)

이미지 활용 학습을 통한 예비 초등영어교사들의 반응 연구
13:25~13:50

13:50~14:15

김병선
(가톨릭관동대학교)
A Longitudinal Study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elation between Second Language Speech
Perception and Production
권은영
발표
Donghyun Kim(금오공과대학교)
토론
(육군사관학교)
발표

윤택남(춘천교육대학교)

영어2

토론

좌장

고정민
(성신여자대학교)

The Benefits of Drama-Based Activity: Focusing on Learner Autonomy
14:50~15:15

발표

심주연(한신대학교)
김은현(서울신학대학교)

토론

윤서영
(백석대학교)

토론

나경희
(충북대학교)

예비교사를 위한 온라인 영어연수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15:15~15:40

15:40~16:05

발표

이영아(청주교육대학교)

How Content Teachers Support ESL Students’ Disciplinary English Acquisition in Online EMI
Classes
발표

Jiye Hong(The University of Auckland)

영어3
16:40~17:05

토론

한은희
(나사렛대학교)

좌장

표경현
(단국대학교)

Application of Systematic Functional Linguistics on Enhancement of Critical Literacy
in L2 English Class
발표

Yeseul Choi(대덕고등학교)
Sujung Min(공주대학교)

토론

김혜경
(금오공과대학교)

A Study of Neologisms from the Covid-19 Pandemic and Its Pedagogical Implication
17:05~17:30

17:30-17:55

발표

김선경(한국폴리텍대학교)

토론

남대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Investigation into EFL Learners’ Perception toward Asynchronous Classes according to
the Levels of Language Proficiency
발표

Hyekyeng Kim(금오공과대학교)

토론

임정민
(단국대학교)

분과별 발표
Session 3
러시아어 1

좌장

문성원
(안양대학교)

토론

김태진
(배재대학교)

원격교육의 역사와 현재: 러시아의 경우
13:00~13:25

발표

정보라(충북대학교)

코로나 시기 온라인 수업을 통해 본 차세대 Ubiquitous Learning
13:25~13:50

발표

김형섭(중앙대학교)

토론

안혁
(성균관대학교)

토르플(TORFL) 1단계 쓰기 영역 온라인 학습에 대한 문제점과 효과적인 교수법 모색
13:50~14:15

발표

김희연(안양대학교)

러시아어 2

토론

손현익
(한국외국어대학교)

좌장

최정현
(고려대학교)

토론

송정수
(중앙대학교)

러시아어 일반 학습자를 위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 사례
14:50~15:15

발표

박소윤(서연고등학교)

제2외국어 토론대회의 현황과 과제: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대회’를 중심으로
15:15~15:40

발표

김준석(한국외국어대학교)
이새봄(경기대학교)

일본어

토론

조규연
(중앙대학교)

좌장

정상철
(극동대학교)

토론

持田祐美子
(평택대학교)

토론

채윤주
(한밭대학교)

歌で学ぶ日本語授業に関する一考察
16:40~17:05

발표

金子るり子(極東大学校)

SNS를 이용한 일본인 한국어학습자에 대한 실태조사
17:05~17:30

17:30-17:55

발표

Inagawa Yuki
(Tezukayama gakuin University)

日本語学習者による関連表現の位置づけの一考察
―複数の言語項目間に類似点をみなしていく過程の語りから―
발표

伊藤沙智子(韓国外国語大学校)

토론

高草木美奈
(대진대학교)

효율적인 일본어학습을 위한 수업설계 연구 - CLIL(내용언어통합형학습)의 개념을 바탕으로 17:55-18:20

발표

김미정(배화여자대학교)
류경희(장안대학교)

토론

신은진
(인천대학교)

분과별 발표
Session 4
13:00~13:25

13:25~13:50

13:50~14:15

14:15-14:40

전기정
(선문대학교)
형태초점교수법의 입력중심과 출력중심이 중국어 ‘了’ 문법 학습에 미치는 영향
신승희
발표
정소영(광운대학교)
토론
(이화여자대학교)
現代漢語話語標記“可不是”的語用功能與形成機制
王霞
발표
밍양양(明洋洋) (상지대학교)
토론
(한양대학교)
‘个’의 비(非)양사적 용법과 교수방안에 대한 소고
김윤정
발표
이지은(이화여자대학교)
토론
(창원대학교)
제2외국어로서의 중국어교육에 있어서 학문 중국어 어휘교육의 필요성 고찰
- 고빈도 출현 부사를 중심으로
백로(Bai Lu) (연세대학교)
錢兢
발표
토론
신성하(중국 칭화대학교)
(국민대학교)

중국어1

좌장

중국어2

좌장

진현
(영남대학교)

토론

박찬욱
(경희대학교)

예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중국어 칭찬 화행 교육 방안 연구
14:50~15:15

발표

김주빈(북경대학)

최 교사의 생애사를 통해 본 중등 중국어 교사의 삶과 정체성
15:15~15:40

발표

오지영(상해외국어대학)

토론

강익중
(진주동명고등학교)

토론

박나현
(연세대학교)

인지기호학과 바디리터러시
15:40~16:05

16:05-16:30

발표

박응석(연세대학교)

한·중·일 차용어휘의 의미와 이해 - 호칭과 명사 어휘를 중심으로 송지현(안양대학교)
발표
토론
김시아(이화여자대학교)

강병규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구성주의적 중학교 중국어 교육 제언 - ‘제페토’를 중심으로김석영
발표
조영경(서울대학교)
토론
(한국교원대학교)
중국어 기초학습자 대상 온라인 교수 방법 사례 발표
김정은
발표
정상현(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고려사이버대학교)
온라인 중국어 교육의 방법과 내용
이선희
발표
변지원(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토론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플립러닝 기반 이러닝 중국어교육에 대한 대학생 인식 분석
윤유정
발표
임연정(단국대학교)
토론
(경기대학교)

중국어3

16:40~17:05

17:05~17:30

17:30-17:55

17:55-18:20

최윤경
(인천대학교)

좌장

분과별 발표
Session 5
아랍어

좌장

최진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아랍어 교육
13:00~13:25

13:25~13:50

13:50~14:15

14:15-14:40

윤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 학습자의 수용적 및 생산적 어휘 지식 크기와 어휘학습전략의 관계 연구
조정민
발표
문지영(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인 아랍어 학습자를 위한 알무슈타라크 알라프지 어휘 교육 방안 연구
: 코란 어휘를 중심으로
곽순례
발표
안현주(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한국외국어대학교)
블렌디드러닝을 활용한 고등학교 아랍어교과 수업모형 설계 연구
양희정
발표
김금년(광덕고등학교)
토론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표

이계연(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1

토론

좌장

김경석
(충북대학교)

토론

강구형
(교원대부고)

토론

이송
(부산대학교)

토론

이현주
(인천대학교)

토론

김서영
(스트라스부르대학교)

고등학교 프랑스어 수업에서의 진로 적성 탐색
14:50~15:15

발표

정선희(민족사관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 프랑스어 온라인 수업에서의 교수·학습·평가
15:15~15:40

발표

김미연(서울사대부고)

캐나다에서 개발된 신경언어학적 접근법(ANL)의 소개
15:40~16:05

발표

최이정(이화여자대학교)

프랑스어 지시사 CE:영어, 한국어와 비교연구
16:05-16:30

발표

염혜민(서울대학교)

김경석
(충북대학교)
Covid-19 상황에서 프랑스어 교수자를 위한 온라인 연수에서의 원격협업 연구: FEI와 CNED의
<Campus numérique 2020>을 중심으로
최내경
발표
장니나(부산외국어대학교)
토론
(서경대학교)
‘비대면 수업’의 개념적 정의에 관한 고찰
윤현
발표
김희경(경북대학교)
토론
(한남대학교)
비대면 수업의 한 예: 대학 교양 프랑스어 수업
신선옥
발표
허지영(서울대학교)
토론
(강원대학교)

프랑스어2

16:40~17:05

17:05~17:30

17:30-17:55

좌장

분과별 발표
Session 6
한국어1
13:00~13:25

13:25~13:50

13:50~14:15

14:15-14:40

14:50~15:15

15:15~15:40

15:40~16:05

좌장

진정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중 맞장구 표현의 사용 양상 대조
윤은경(대구사이버대학교)
이미향
발표
토론
정염(한국외국어대학교)
(영남대학교)
중국 온라인 외국어 교육 발전 현황 및 방향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곽선우
발표
자오원카이(중국 사천외국어대학교)
토론
(한국외국어대학교)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보조동사 구문 습득 및 사용 양상 연구
(‘-어 버리다’와 ‘-고 말다’를 중심으로)
김빛솔
발표
강바트 에르덴치멕(올란바토르대학교)
토론
(서울대학교)
러시아 중등 한국어교육과정 체계 분석
골로바노브 키릴(서울대학교)
어예카테리나
발표
토론
김호정(서울대학교)
(모스크바국립사범대학교)

노채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 반복형 연결어미 구성의 의미에 대하여 -선·후행 반복항의 의미적 중요도를 중심으로박성일
발표
강성가(서울대학교)
토론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어번역 학습자 번역 능력의 평가 구인 설정 기초 연구
박은정
발표
유군군(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효’ 인성 교육 방안: ‘효’ 역할극을
중심으로
이경애
발표
권화숙(세명대학교)
토론
(동국대학교)

한국어2

좌장

한국어3

좌장

안경화
(서울대학교)

토론

박현주
(서울대학교)

비대면 실시간 한국어 수업의 운영 사례
16:40~17:05

발표

송아라(중앙대학교)

한국어 관련 전공 대학원생의 학습 과정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17:05~17:30

발표

정하라(명지대학교)

토론

오지혜
(세명대학교)

마인드맵을 활용한 학부 유학생의 장르 지식 발전에 관한 연구
17:30-17:55

발표

최주희(성균관대학교)

토론

신필여
(서울대학교)

분과별 발표
Session 7
스페인어

좌장

정원석
(경희대학교)

토론

정원석
(경희대학교)

토론

송예림
(서울대학교)

메타언어 발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13:00~13:25

발표

김지은(부경대학교)

스페인어 부사 ya의 효과적인 학습 방안
13:25~13:50

발표

정원석(경희대학교)

인지문법을 적용한 스페인어 문법 교수: 스페인어 동사 시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13:50~14:15

14:15-14:40

발표

앙성혜(고려대학교)

토론

신태식
(고려대학교)

단기 해외 연수가 대학 스페인어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COVID-19로 인한
온라인 해외 연수 환경에서의 변화
발표

송예림(서울대학교)

토론

정원석
(경희대학교)

2021 KAFLE
학술대회 일정

시간

학술대회 발표 및 내용
사회: 최이진
홍익대학교

개회식
10:00-10:15

■ 개회사: 하종범(학술대회 준비위원장, 금오공과대학교)
■ 환영사: 방영주(한국외국어교육학회 회장, 명지대학교)
Keynote Speech 1
10:15-11:05

11:05-11:10

사회: 하종범
금오공과대학교

A Look Ahead: Re-examining the Role of Digital Technologies for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Interlanguage Pragmatics
Julie Sykes(University of Oregon, USA)
Break Time
Keynote Speech 2

사회: 김현철
연세대학교

11:10-12:00

외국어교육을 위한 적응형학습 수업설계 원리 및 운영 연구
이선희(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A Look Ahead: Re-examining the Role of Digital Technologies for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Interlanguage Pragmatics

Julie M. Sykes
University of Oregon

Abstract
It is no secret that digital media and digitally-mediated interactions have
permeated social, professional, and educational contexts. This is even more true
as many systems are disrupted due to COVID-19. The study of language in the
21st Century must consider a multiplicity of contextual variables and apply
frameworks capable of operationalizing various dimensions of human interaction.
Adding to this necessity is the continual emergence of digital technologies that
have expanded the possibilities for communication in ways never before imagined
(Taguchi ＆ Sykes, 2013; Thorne, Sauro, ＆ Smith, 2015). Moreover, the patterns
for communicating and interpreting meaning are increasing difficult to define,
isolate, and teach; however, they are, simultaneously, more accessible to learners.
This presentation will explore an empirically-based framework for addressing
interlanguage pragmatics in global contexts. Utilizing digital and non-digital
examples, the presentation will use the framework to synthesize instruction and
assessment in four critical areas – (1) knowledge, (2) analysis, (3) subjectivity,
and (4) awareness. The model places skill development at the forefront of
instructional necessity and, in combination with emerging digital tools, offers a
means to overcome barriers to instruction and assessment of pragmatics in world
language contexts.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research will be presented.
Bio:
Julie Sykes earned her Ph.D. from the University of Minnesota. She is the
Director of CASLS and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Linguistics.
Her current research efforts are focused on transformational approaches to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second language, and more specifically, the teach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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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of intercultural pragmatics (i.e., politeness, communicative functions, and
patterns of interaction). Her interdisciplinary research draws upon theoretical and
applied linguistics, discourse analysis, psychology, educational gaming, game
design and cultural anthropology. Her work also seeks to contribute to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best practices for both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innovative curricular materials for language learning. She has
taught courses o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ology and
research, language learning and technology, Hispanic linguistics, and interlanguage
pragmatic development. Julie’s experience includes the desig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online immersive spaces and the creation of place-based,
augmented-reality mobile
non-institutional contexts.
including synchronous
development, gaming and

games to engage language learners in a variety of
She has published various articles on related topics,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nd pragmatic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ask-based learning and

interlanguage pragmatics, and lexical acquisition in digitally mediated
environments. Julie is the recipient of the 2018 University of Oregon Research
Award for Impact and Innovation.
발표언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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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교육을 위한 적응형학습 수업설계 원리 및 운영 연구
이선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전 세계가 판데믹 상황에 처한 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교육이
교실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상호
작용이 지식을 익히는 핵심기능을 하는 외국어회화수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
었다. 어려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같은 분반에 모여 있
는 학습자의 외국어 수준이 균일하지 않은 것과 온라인수업에 참여하는 학
습자의 학습성 향이 다른 점이다. 교실수업에서는 교수자가 학습자를 직접
만나 개별 학습자의 실력에 맞도록 회화연습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학습자의 성향에 맞게 수업시간의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에
진행되었던 대부분의 온라인 외국어 수업의 경우 화상시스템을 통한 교수자
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으로 수업의 형식이 제한되었다. 본고는 온라인상에서
외국어회화수업을 할 때 적응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설계하고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교수설계모형과 수업운영방법을 제안한다. 먼저 최근 적응형
학습과 관련하여 논의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러닝 환경에서 외국어회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순환형 교수설계모형과 TEA 전략을 제시한다. 이 설
계모형과 개발전략에 따라 적응형 수업을 진행할 분반에서 활용할 교육콘텐
츠를 개발하고, 수업 운영방법을 제시한 뒤 내적 타당화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검증결과 본 수업모형은 외국어교육에서 적응형 학습을 실현하기에
적절하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적응형 학습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운영단계에서 차별화된 학습경로와 학습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관건이라는 점이 논의 되었다.
저자소개
2020.02~현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이러닝 혁신원장
2015.03~현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학부 교수
2014.3~2015. 2 가톨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E 러닝 심사위원
한국중국언어학회 연구위원
중국어교육학회 학술위원
발표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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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발표

Session 1

독일어

좌장

조국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주미경
(상명대학교)

토론

지영은
(단국대학교)

토론

최경인
(충남대학교)

토론

국지연
(강원대학교)

페터 한트케의 언어 개념 - 『관객모독』을 중심으로
13:00~13:25
발표

이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제2외국어 습득의 인지 효과에 대한 신경언어학적 분석
13:25~13:50
발표

이성은(서울대학교)

Bildgestütztes Sprechen durch produktive Videoarbeit
13:50~14:15
발표

Anja Scherpinski(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학습 효율성 향상을 위한 영문법 대조교육 필요성
14:15-14:40
발표

정혜륜(한국외국어대학교)

페터 한트케의 언어 개념 - 『관객모독』을 중심으로
이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 상(1967)에서 시작해서 페터 로제거 상(1972), 프
리드리히 폰 실러 상(1973)을 거치고 프란츠 카프가 상(1979, 수상 양보)과
하인리히 하이네 상(2006, 수상 거부)을 지나 노벨 문학상(2019)에 이르기
까지, 1942년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한 명민한 문학가 페터 한트케 P. Handke
의 수상 경력은 화려하다. 이러한 그의 문학 이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그의 데뷔 년도에 공연되었던 『관객모독 Publikumsbeschimpfung』이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한트케가 독일어권을 벗어나 세계적인 문학적 명성을 획
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관객모독』의 서술 방법에
대해서 “나는 상아탑에서 산다”(1972)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내 첫 희곡들의 작법은 … 연극 진행을 낱말들로만 한정한 것이었다. 단어들
의 서로 다른 의미는 사건 진행이나 개별 이야기를 방해했다. 연극이 어떤 구
체적인 상을 그리지도 않고,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거나 현실이 아닌 것을 현
실로 착각하게끔 하지도 않으며, 오직 현실에서 쓰이는 단어와 문장으로만 구
성된다는 점, 그것이 이 작법의 핵심이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방법들에 대한
거부가 내 첫 희곡의 작법이었다.”(한트케 1972: 29); “문학이란 언어로 만들
어진 것이지 그 언어로 서술된 사물 Ding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한트케
1972: 29). 그런데 이런 류의 한트케의 주장이 언어적 또는 언어학적으로 어
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한트케의 – 소위 - 구
변극 Sprechstück을 언어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한트케가 “언어의, 언어에 의한, 언어를 위한 연극”(이
현정 2005: 3)을 시도했으므로, 그의 “문학 양식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는 언
어”(정해조 1986: 243)이므로 그의 작품 들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구변극을 창시하기 위해 한트케가 종종 영향
을 받았다고 하는 비트겐슈타인 L. Wittgenstein의 언어철학적 구절들이 그의
작품에 어떤 방식으로 투영되었는지도 살펴본다. 그리고 한트케의 구변극을
이해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이 의사소통 차원의 뒤섞임일 수 있으며, 그것
이 그의 희곡을 이해하는 또 다른 하나의 분석 기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
다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언어학적으로 보면 관심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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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3.
한트케 (1995). 페터 한트케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한트케 (1999). 『카스파』. 성균관대출판부. (임호일 옮김). (원전: Peter
Handke, Laspar. Frankfurt am Main.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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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외국어 습득의 인지 효과에 대한 신경언어학적 분석
이성은
서울대학교
초록
최근 다문화와 국제화가 모든 사회의 일반적인 성격으로 규정되면서 다중
언어 습득 연구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국가에서 다중언어 습득의
학습 효과를 규명하는 시도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독일어 습득 연구를 중심으로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다중언어 습득의 언어적 비언어적 학습효과에 관한 인지 신경언어학 실험
연구를 조망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언어 습득의 언어적 효과를 ‘전이’의 관점에서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전이 효과를 이미 습득한 기존 언어지식이 새로운 언어습득에
미치는 ‘순방향’ 전이 효과와 새롭게 습득하는 언어가 기존의 언어지식에 미
치는 ‘역방향’ 전이 효과로 나누고 두 가지 관점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들(이
성은 2014, 2017a, 2017b)을 살펴보면서 다중언어 습득의 언어적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다중언어 습득의 비언어적 효과를 실행 기능
(executive function)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된다. 실행 기능은 두뇌의 전두엽이
수행하는 인지기능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목표 활성화(goal activation),
충돌 인지(conflict detection), 억제능력(inhibit distraction), 주의집중(attention),
계획하기(planning) 등 두뇌의 핵심기능들이 속한다(Braver et al. 2002). 이러
한 실행 기능이 다중언어 습득을 통해 향상된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어왔다(Valian 2014).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실행 기능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들(이성은 2020a, 2020b)을 살펴보면
서 다중언어 습득의 인지적 효과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신경언어학
적 분석과정을 통해 다중언어 습득이 갖는 언어적 비언어적 학습 효과를 종
합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Valian, V. (2014). Bilingualism and cognition,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18 (1), 3–24.
이성은 (2020). 다중 언어 습득의 인지효과에 대한 인지신경언어학적 분석,
독일어문화권연구 29, 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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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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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학 58, 385-406.
이성은 (2014). 다중언어 처리의 인지메커니즘 - 영어 및 한국어 처리과정에
미치는독일어 습득 효과에 대한 신경언어학적 연구, 독어학 30, 49-78.
이성은 (2012). 제2언어습득에 대한 신경언어학적 고찰, 독일어문화권연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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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dgestütztes Sprechen durch produktive Videoarbeit
Anja Scherpinski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Digitale Kommunikationsformate wie E-Mails, Blogs, SMS, Chats, Foren etc.
sind in modernen Lehrwerken fest integriert. Dabei liegt der Fokus bei der
unterrichtlichen Beschäftigung mit diesen Text- bzw. Medienformen insbesondere
auf der Ausbildung der Lese- und Schreibfähigkeit. Der Einbezug von
Video-Blogs (Vlogs) in den Unterricht kann dieses Spektrum an authentischen
digitalen Textsorten erweitern und über die unterrichtliche Kontaktzeit mit der
Fremdsprache hinaus Kommunikationsanlässe eröffnen. Somit lässt sich auch das
Sprechen fördern, denn in Vlogs wird hauptsächlich berichtet, erklärt, beschrieben
und gezeigt. Sie stellen also eine Kommunikationsform dar, die gesprochene
Sprache und Bild kombiniert einsetzt. Das Potenzial von Vlogs bei der
unterrichtlichen Beschäftigung liegt dabei in ihrer Machart: Sie thematisieren
Aspekte des Alltags wie tägliche Routinen, Einkaufs-, Freizeit-, DIY-Tipps,
Reiseerfahrungen etc. und decken sich damit auch mit dem Themenspektrum
moderner Lehrwerke. In sprachlicher Hinsicht bewegen sich Vlogs im Bereich
gesprochener Alltagssprache, die auf A1-B1-Niveau im Zentrum der
unterrichtlichen Sprachvermittlung und der offiziellen Sprachprüfungen steht. Die
enge Wort-Bild-Relation erleichtert zum einen das sprachliche Verstehen; zum
anderen lässt sich auch für die Ausbildung der produktiven Sprechfertigkeit
zunutze machen: Visualisierungen (a-roll und b-roll) erleichtern den Zugang zur
Sprache, denn sie können beschrieben, erklärt und kommentiert werden und somit
als Auslöser für Sprache fungieren. Bildmaterial bzw. Gezeigtes kann also als
eine Art Prompt dazu beitragen, sprachliche Äußerungen zu initiieren und
Sprechabsichten zu konkretisieren sowie den Gesamttext zu strukturieren: Für die
Erstellung des Vlogs müssen Lernende geeignete Settings oder „Requisiten“
finden bzw. Foto- oder Videoaufnahmen vorbereiten, über die sie berichten
wollen. Somit schaffen Lernende selbst Verbindungen zwischen Signifikat und
sprachlichen Zeichen und bauen so für sie lebensweltlich relevanten Wortschatz
auf. In der Videohauptaufnahme direkt gezeigte Gegenstände und Orte sowie
b-roll-footage
helfen
den
Sprechenden
im
Sinne
von
konkre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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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chauungsmaterial außerdem dabei, die inhaltliche Entfaltung ihres Redebeitrags
zu steuern, indem sie Was- und Wie-Schemata verbalisieren. Dafür benötigter
Wortschatz, Grammatikstrukturen und Redemittel werden in der unterrichtlichen
Beschäftigung mit dem Lehrwerk eingeführt und geübt. Zur Verbalisierung der
Schemata sollen Lernende also auf Erlerntes aus dem Unterricht zurückgreifen,
womit ein Transfer von unterrichtlichen Inhalten in lebensweltliche Kontexte
angeregt
wird.
Indem
Vlogs
als
feste
Bestandteile
in
die
Unterrichtskommunikation integriert werden, lassen sich lernerorientierte und
autonomiefördernde Lernarrangements schaffen und die produktorientierte
Anwendung von Sprachwissen steigern, was, besonders auch im Hinblick auf das
derzeitige Lernen im Online-Modus einen positiven Beitrag zum Sprachlernen und
zur Motivationssteigerung leist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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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학습 효율성 향상을 위한 영문법 대조교육 필요성
정혜륜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독일어를 배운 적 있는 이에게 기억나는 독일어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der, des, dem, den, die, der, der, die, ...’라며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몇 년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응
답하라 1988’에 등장한 주역의 대사로 활용될 만큼 국내에서는 독일어를 대
표하는 말이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 설사 ‘정관사(Definiter
Artikel) 변화’라고 정확한 문법 용어를 언급할 수 있을 지라도 모국어에 존
재하지 않는 정관사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용례를 지니는지, 영어에서는
‘the’ 하나면 될 것이 독일어에서 16개로 변하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기
란 쉽지 않다. 독일어 정관사 변화는 형태·통사적 규칙이 풍부한 독일어의
문법적 특징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초급 독일어 학습자들에게 ‘독일어는
어렵다, 복잡하다’는 소문을 체감하게 하는 첫 관문과도 같다.
한 언어 체계의 집합체인 문법이란 그 언어의 특징을 귀납한 결과물이기에
외국어 교수·학습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 국내에서 본격적으
로 독일어 학습이 시작되는 시기가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즉 국내 독일어 학습자들에게는 영어 학습 이력이 존재하며, 그것
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 자산은 새로운 언어 학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 무엇보다 두 언어 모두 알파벳이라는 동일한 문자를 사용한다는 친숙
함과 어휘의 형태적 유사성은 학습 초기일수록 독일어와 영어가 공통점이
많다고 느끼게 하는 기재가 된다.1) 그러나 기존 지식이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긍정적 전이(positiver Transfer)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가령 독일어 초급 학
습자의 말하기, 쓰기 활동에서 생산하는 오류의 유형을 살펴보면 영어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전이/간섭(negativer Transfer/Interferenz) 현상을 심심치 않게
마주할 수 있다. 학습 초기에는 음운적, 형태적 차원에서의 간섭이 주를 이
루지만 이는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극복되는 반면, 통사적 차원에서의
오류는 쉽게 극복되지 않으며 화석화(Fossilisieren) 되기도 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독일어 초급 학습 단계에서 두 언어의 명시적
인 문법 비교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독일어 학습의 효율성을
1) 가령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품사인 관사(Artikel), 전치사(Präposition) 혹은 문장 차원에서 수동태
(Passiv)는 영어를 통해 그 개념을 학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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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Corder(1981)은 학습자가 알고 있는 다른
언어도 불완전하지만 구조적으로 목표어와 닮은 정도에서 촉진 효과를 나타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2) 따라서 새로운 언어 학습에 기울여야 할 과업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기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교수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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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순. (1998). 독일어 학습에서 영어의 간섭현상.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3,
244-258.
Corder, S. P. (1981). Error analysis and Interlanguage. Oxford university.
저자소개
정혜륜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통번역학과 객원강의교수
이메일 주소: heirin@hufs.ac.kr
발표언어: 한국어

2) Corder(1981)는 효율적인 언어 교수는 자연스러운 과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학습을 방해하기보
다 학습을 쉽게 하고 촉진해야 하며, 교사와 교재는 학습자에게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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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발표

Session 1

베트남어1

좌장

김현재
(영산대학교)

베트남어 플립러닝 교육 모델 연구
14:50~15:15
발표

황엘림(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Nguyễn Thị Thanh Tâm
(충남외국어고등학교)

마이크로 러닝을 활용한 베트남어 작문 교수 모형 설계
15:15~15:40
발표

이지선(영남대학교)

토론

이현정
(서울대학교)

토론

황엘림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이지선
(영남대학교)

Lỗi dùng loại từ của học sinh Hàn Quốc khi học tiếng Việt
(한국학생이 틀리는 베트남어 분류사 오류 분석)
15:40~16:05
발표

Nguyễn Thị Thanh Tâm
(충남외국어고등학교)

문화적 배경지식을 활용한 베트남어 독해 교재 개발 방향
16:05-16:30
발표

이현정(서울대학교)

베트남어 플립러닝 교육 모델 연구
황엘림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최근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IT 기반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식인 '플립러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플립 러닝'이라
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소개하고, 베트남어 수업 디자인에 적용 가능성을 확
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립 러닝은 학습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강사-학습
자 상호 작용, 학습자-학습자 상호 작용을 촉진한다. 학습자는 강사가 제공
한 동영상 클립과 유인물로 온라인 상에서 기본 사항을 미리 학습하고, 수업
전 질의응답에 직접 참여한다. 수업 중에 학습자는 퀴즈, 묻고 답하기, 게임,
토론 등 다음과 다양한 복잡한 활동을 한다. 플립러닝 베트남어 교육 모델에
는 학습자의 참여도와 주의력 증가, 강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증가, 학
습자의 깊은 이해, 학습자의 학습주도능력을 향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전통적인 교수법 또한 학습의 효율성 특면에서 장점이 있으므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병합하여 사용하는 수업이 제안된다.
참고문헌
고영훈.
(2019).
거꾸로수업(Flipped
Learning)에서의
오프라인
활동;
인도네시아어 학습 적용 사례 연구. 동남아연구, 29(2), 33-66.
곽한영. (2016).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기법을 활용한 법교육
수업모델
연구; 대학 학부 헌법 수업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1(1), 3-71.
김예나래, 표경현. (2017). 플립러닝을 통한 영어수업에서의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 와 학업성취도 연구. 언어학연구, 45, 423-455.
김은영, 이영주. (2015). 해외 대학의 플립드 수업사례 분석 연구.
평생학습사회, 11(1), 115-137.
박에스더, 박지현. (2016). 플립러닝에 대한 메타 연구; 성공적 적용요건과
향후 연구방향.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7, 169-178.
윤소희.
(2018).
중·고등학생에
대한
플립러닝
효과의
메타분석.
교육문화연구, 24(2), 45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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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엽.

플립드 러닝(Flipped
디지털융복합연구, 11(2), 83-92.
(2013).

Learning)

교수학습

설계모형탐구.

이현정, 이민하, 한진영, 최영완. (2018). 대학에서의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서
플립러닝 방식에 따른 효과성 비교. 교양교육연구, 12(3), 89-110.
이혜진, 안문상, 이진구. (2018). 대학수업에서 팀 기반 학습과 플립러닝에
관한 메타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1), 1253-1280.
임형진, 이권철. (2019). 대학수업에서 플립러닝 교수법의 효과성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1), 259-27.
조보람, 이정민. (2018A). 국내 플립러닝의 학습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6(3), 59-73.
조보람, 이정민. (2018B). 플립러닝 설계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교원교육,
34(2), 1-21.
저자소개
황엘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 과정 중이다. 교육과정과 교
육공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이다.
이메일 주소: anyday73@naver.com
발표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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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러닝을 활용한 베트남어 작문 교수 모형 설계
이지선
영남대학교
초록
인터넷 환경의 발전,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 방식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19 사태는 교육방식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강의실에서
진행해
온
대면수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온라인상에서
진행하는
비대면수업을 일상으로 전환시켰다. 코로나 19 사태로 촉발된 비대면수업이
수업 운영의 큰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학습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완성도 높은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교수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온라인 교육에서 화두가 되는 교수 방법으로 마이크로 러닝(Micro
Learning)을 들 수 있다. 마이크로 러닝은 학습자들이 한 번에 학습 내용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10-15분 분량으로 짧게 나누어 콘텐츠로 제
공하는 것이며, 단순히 분절된 형태가 아닌 학습 목표를 위해 작은 단위의
콘텐츠를 의미있게 연결되도록 구성한 형태이다.
본 연구는 비대면수업으로 진행되는 초급 베트남어 작문 수업에 마이크로
러닝을 적용하여, 매 차시 주제별 관련 문형과 주요 표현, 어휘를 강의하고,
학습한 내용을 활용한 예시문을 제시하며, 과제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작문 연습하고, 교수자가 첨삭을 진행하는 방식의 교수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지선. (2014). 글쓰기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고찰-플립러닝을 통한 피드백
중심 수업 개발. 인문연구, 72, 557-586.
박효경. (2017). 사이버대학교 일본어작문수업의 현황과 과제. 일본어문학, 72,
45-66.
박야성. (2016). 마이크로러닝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염미란. (2018). 플립드 러닝을 활용한 대학 교양일본어 수업의 교수학습
모형 탐구. 일본어문학, 79, 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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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미정. (2015). 효과적인 초급 일본어 작문 수업 모형 연구. 일어일문학, 65,
129-145.
Souza, M. I. F. & do Amaral, S. F. (2014). Educational microcontent for mobile
learning virtual environments. Creative Education, 5(9), 672-681.
저자소개
이지선은 베트남국립호찌민인문사회과학대학교 어문학(세부전공: 비교언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메일 주소: vietnam@yu.ac.kr
발표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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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ỗi dùng loại từ của học sinh Hàn Quốc khi học tiếng Việt

한국학생이 틀리는 베트남어 분류사 오류 분석

Nguyễn Thị Thanh Tâm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초록
Loại từ trong tiếng Việt là đơn vị ngữ pháp rất khó sử dụng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đặc biệt là với người Hàn Quốc khi học tiếng Việt. Trong bài này,
tôi đề cập tới lỗi dùng loại từ của học sinh Hàn Quốc khi học tiếng Việt dựa
trên những kinh nghiệm giảng dạy tiếng Việt của bản thân và những tư liệu là
bài tập, bài dịch, bài thuyết trình và bài khảo sát của học sinh trường THPT
Ngoại ngữ Chungnam, học sinh trường Quốc tế Hàn Quốc Hà Nội, sinh viên
một số trường Đại học ở Hàn Quốc và các giáo trình dạy tiếng Việt của Việt
Nam và Hàn Quốc. Trong đó, tôi sẽ đề cập đến ba kiểu lỗi loại từ là: Lỗi
dùng thiếu loại từ, lỗi dùng thừa loại từ và lỗi dùng sai loại từ. Mục đích của
đề tài là nghiên cứu, phân tích lỗi dùng loại từ tiếng Việt của học sinh Hàn
Quốc nhằm:
- Chỉ ra những nguyên nhân mắc lỗi loại từ giúp học sinh khắc phục được
những lỗi sai trong cách dùng loại từ.
- Đề xuất những phương pháp sửa lỗi loại từ để nâng cao chất lượng giảng
dạy và học tập tiếng Việt. Đồng thời hỗ trợ việc biên soạn đề thi và giáo
trình tiếng Việt một cách hiệu quả hơn.
참고문헌
외 2 인. (2021). 2022 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베트남어 I:
한국교육방송공사.
안강우. (2018). 고등학교 전공기초베트남어: 충청남도교육청.
안경환. (2018). 고등학교 베트남어 회화 I: 충청남도교육청.
Nguyễn Việt Hương. (2010). Tiếng Việt cơ sở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NXB ĐHQGHN.
Nguyễn Văn Huệ. (2016). Giáo trình tiếng Việt cho người nước ngoàt: NXB
ĐẠI HỌC QUỐC GIA THÀNH PHỐ HỒ CHÍ MINH.
이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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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ệp Quang Ban. (1991). Giáo trình tiếng Việt cho người nước ngoài: NXB
GIÁO DỤC.
Hoàng Phê. (2018). Từ điển tiếng Việt: NXB HỒNG ĐỨC
저자소개
Tôi tên là Nguyễn Thị Thanh
trường Đại học Hà Nội và Thạc
Đại học Ngoại ngữ Busan. Tôi
trường Đại học Sư Phạm Hà Nội

Tâm. Tôi tốt nghiệp Khoa Tiếng Hàn Quốc
sĩ chuyên ngành Giáo dục tiếng Việt trường
đã nhận chứng chỉ Sư phạm loại giỏi của
2. Khi ở Việt Nam, tôi từng giảng dạy tiếng

Hàn ở trung tâm tiếng Hàn trường Đại học Hà Nội, trung tâm du học, xuất
khẩu lao động. Tôi đã làm phiên dịch, giảng dạy tiếng Việt cho học sinh cấp
1,2,3 Trường Quốc tế Hàn Quốc Hà Nội. Và hiện tại, ở Hàn Quốc tôi đang
giảng dạy tiếng Việt tại trường THPT Ngoại ngữ Chungnam. Tôi cũng đã từng
tham gia thẩm định sách giáo khoa tiếng Việt dành cho học sinh Hàn Quốc,
giáo trình tiếng Việt ôn thi đại học (EBS 수능교재), dịch tiếng Hàn, tiếng Việt
và các hoạt động liên quan đến giáo dục tiếng Việt.
발표언어: 베트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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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배경지식을 활용한 베트남어 독해 교재 개발 방향
이현정
서울대학교
초록
필자가 가르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베트남어는 동남아시아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을 배우고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공이 아니기 때
문에 베트남어를 전공하는 학생들과 비교하면 언어 실력의 차이가 있다. 그
렇기 때문에 <베트남어 1, 2> 학습을 마친 후 <베트남어 강독>을 학습할
때 전공 학생들이 사용하는 중급 교재로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학부에서는 동남아시아 전공 학생들의 베트남어 중급 단계의 학습 어
려움을 극복하고자 자체 교재를 개발하게 되었다. 특히 방학 때 베트남 현지
로 인턴십을 나가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가 주가 되는 강독
교재이지만 듣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에도 초점을 두고 교재 구성을 하였다.
또한 독해를 할 때 배경지식 유무에 따라 독해력이 달라짐을 그동안의 강의
를 통해 확인하였기 때문에 베트남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지식이 독해에 활
용될 수 있도록 지문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의 수준과 문화적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교재 개발 단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난 1학기에 먼저 개발된 1~5과를 수
업에 활용하였는데 강의를 하면서 파악한 문화적 배경지식을 활용한 교재의
장단점과 이를 극복한 방법들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화적 배
경지식이 있는 친숙한 독해 지문이 베트남어 독해력 향상에 영향을 줄 것으
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신권.

(1999).

영어
독해력
증진을
위한
독해이론
고찰.
한국영어교육학회.
신상근. (2014). 외국어교육 연구방법론. 서울: 한국문화사.
이경남. (2016). 독해를 방해하는 요인분석 연구. 한국독서학회
임병빈. (2012). 영어 독해력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박이정.
정순영. (2011). 배경지식 및 독해전략이 영어독해에 미치는 효과 연구.
인문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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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한 영상베트남어 수업

PBL

이강우
청운대학교
초록
학교에서 베트남어 수업을 진행하며, 수강하는 학습자 수가 많다거나 학습
자의 학습 의지 부족, 학습 능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곤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수자에게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법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진다. 특히 베트남어는 학교에서 수업을 통한 학습
외에는 다른 주요 외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자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수업을 통한 효율적인 학습이 더욱 필요하다.
연구자는 그동안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운영해 왔다. 그 중에 하나가 교수
자의 강의 중심 수업에서 탈피한 학생들의 발표를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었
다. 이것은 교수자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 결과인 지식만을
강의를 통해 주입하지 않고 학습자로 하여금 발표를 위한 지식과 정보를 습
득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력, 응용력, 인내력, 협업능력 등 종합적인 덕목을
개발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베트남어 구사 실력만
이 아니라 학과의 전공역량을 개발하는 데에, 그리고 종합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발표 중심 수업에 대해 학습자의 평가는 다양했다. 학습자의 주도적인 학
습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교수자가 강의보다 발표를 많이 시킨다는
평가와 함께 강의 비중을 높여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강의식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진 것이다. 또 발표에 대한 교수자의 평가를 수
용하기 어려워하는 학습자가 많아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학습자의 발표에
대한 동료 평가를 실시했는데, 이것도 타인에 대한 평가 경험 부족, 평가를
위한 지식의 부족, 동료 평가에 대한 소극적 태도 그리고 자신에 대한 평가
에 대한 학습자의 부정적인 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코로나 사태
로 인해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교수학습법의 운
영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학습자의 자기주도
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동료에 대한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타인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효율적인 교수학습법에 대한 연구자의 요구는 더
욱 간절한 것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구자가 주목한 새로운 수업방식이 프로젝트 기반 수
업(Project Based Learning: 이하 PBL)이다. PBL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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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는 기존의 주입식, 암기식 학습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프로젝트 과
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주도적 학습, 학습자-학습자간, 학
습자-교수자간의 협동학습 등을 기반으로 하는 구성주의 이론과 함께 유용
한 학습이론의 틀을 갖추었다. 과제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의
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000년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PBL을 적용하였고 최근 영어를 비롯한 제2외국어 수
업에서도 PBL을 적용한 수업 사례연구가 발표되고 있다.
‘영상베트남어1’ 과목에, 동료평가, 발표자평가, 성찰일지를 적용한 PBL수
업을 진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고자 한다.
- 자신이 선택한 주제로 초급베트남어 수준의 회화 강의 교안 및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가?
- 동료의 초급베트남어 회화 강의 교안 및 영상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가?
- 초급베트남어 회화 강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자료 및 방법을 협의하고
이에 접근, 분석하여 활용함으로써 글로벌경쟁력을 개발할 수 있는가?
- 조별 활동과 함께 동료에 대해 상호 평가하여 이를 수용하고 수정, 보완
함으로써 의사소통역량, 협업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가?
영상베트남어 수업에 대해 PBL을 적용함으로써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도
출하는 한편, 이를 통해 베트남어 수업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을 개발
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인애. (2002). 성인학습 환경으로서 PBL 의 가능성. 간호학 탐구, 11(1),
26-54.
김금년. (2019). 중등교육 아랍어 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연구
–아랍어Ⅰ 언어·문화 통합 수업 중심으로-. 외국어교육연구, 26(4).
135-149.
김양희. (2019). 과제 수행 중심의 프랑스 언어․문화 통합 교육 평가 방안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26(2), 125-142.
김정헌. (2020). 교양 ‘일본 문화와 언어’ 수업에서의 PBL 적용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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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베트남어 평가 방안 고찰
박정현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초록
분야의 본 연구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자녀의 올바른 베트남어 평가 방안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외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베트남어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다문화가정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와 다문화 학생 설문을 실시하여 현재 베트남어수업을 학습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베트남어 수업의 효과와 올바른 평가를 위한 방안에
소개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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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상. (2012). 문화적으로 적합한 교수법의 관점을 통해 본
다문화교육의 한계와 개선 방안. 한국교육방법학회, 207-233

초등

조영달. (2011).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 분석 및 교육지원 방안 연구.
한국교육사회학회, 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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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의 속담을 활용한 문화 교육 방안
유 솔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초록
외국어 교육은 단순히 언어의 구조를 가르치고, 기능을 학습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언어에 내포된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시대에 부응하는 세계적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Hendon(1980:192-193)에 따르면, 교육현장에서 문화 지도는 언어 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해 학습자들의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
국어 수업 시간에 제공되는 문화 자료들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법한 여러
주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동기 유발에 도움을 주며, 외국어를 배워야 하
는 의미를 알게 해준다. 그 결과, 외국어 학습을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만듦으로써 언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외국어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 교육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요
소 중 하나이다.
여러 문화적 요소들 중에서도 속담에는 그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언어적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다. 속담은 그 사회 구성원의 시대성, 민족성,
그리고 인간성을 반영하며 그 민족이나 문화권 사람들을 이해하기에 매우
적절한 도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측면에서 속담을 학습하는 것은
해당 나라의 문화, 역사, 종교, 풍습 등을 이해하고 그것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의 관념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속담을
학습하는 것을 통해 양국의 문화를 비교할 수 있으며 문화적 차이점과
유사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사한 점들이
많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선례후학(先禮後學), 즉 먼저 예의를 배우고 나중
에 학문을 배우라는 의미의 사자성어가 있다. 베트남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인 Tiên học lễ, hậu học văn(선학예, 후학문)이 있다. 이로 보
아, 유교적 질서와 한자 문화권에 속한다는 유사한 바탕 문화를 지님에 따라
생각하는 방식과 정서가 유사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가족 공동체 중시, 경로사상과 학문 숭상 주의 등의 문화적
공통점이 많은 두 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 그 중에서도 속담을
활용하여 문화 교육을 진행한다면 외국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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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고 상대 국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하고자
하는 외국어에 대한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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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2017). 베트남 속담의 유형과 그에 내재된 전통 관념의 특징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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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 온라인 수업 학업 성취도 평가방식에 관한 고찰
조윤희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비대면 온라인수업은 급속도로
정착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 사후의 성취도 평가는
온라인 수업 정착과의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발표자 본인은 온라인 베트남어 수업에 교수자로 임하며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학습자가 과연 온라인 학습을 통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학습을 하였으며 이 후의 평가 또한 적절하게
이뤄져 학습자 자신의 능력에 준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참여도 및 학업능률 평가에 있어 교수자로써
어떤 점들을 점검해 보완하는 것이 학습자의 학업 참여 증진과 적절한
평가방식이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에 온라인 수업 초기에 만들어진 기존의 평가방식을 고수하며 공간적
한계에서 오는 문제점을 나열하면 간단히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온라인 수업 참여자의 학습참여도에 관한 교수자의 평가기준
둘째, 온라인 수업 참여자의 학업능률 증진을 위한 교수자의 수업방향
셋째, 온라인 수업 참여자의 수업 사후 성취도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위의 언급된 세 가지 문제점은 교수자가 직접적으로 수강자로부터
베트남어 학업 능률향상과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확실한
평가척도와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학습자가 온라인 학습 베트남어의 성조의 명확한 구분과 사용,
문장과 어휘의 이해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도하여 베트남어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는 강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온라인 수업의 지속과 발전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온라인 수업이 보편화 되어질 미래사회에 원거리의 학습자 그룹과 교수자의
실시간 수업이나 현지 원어민과 외국어 학습자간의 튜터링과 같은 시공을
초월하는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잘 살려진다면, 학습자의 폭넓은 학습경험의
장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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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앞서 개선되지 않은 평가방식을 사용한다면 학습자들의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짐은 물론이며 이로 인해 학습자들의 학습 성취 의욕
또한 저하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사이버강의 수강자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방식에 대하여
고찰하기 위해 이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관해 논의하여 보고
교수자들의 온라인 학습 평가방식에 관하여 설문하여 보고 향 후
개선방향에 관해 모색하여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정은이. (2008). 영어대학 교양강좌로서 온라인 창의성교육의 가능성탐색.
아시아교육연구, 09, 3 호.
박은영, 류장훈. (2013). 온라인 영어 수업의 학습참여변인과 학업성취도.
인문학연구, 20.
마승혜, 허정경. (2020). 코로나 19 상황에서 온라인 원격수업 질적 향상을
위한 학습자 인식조사 – 통번역과목 수강 학부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1, 4 호, 39-61.
조성일.
(2020).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학업
성취도
비교.

한국상업교육학회, 34, 6 호, 23-39.
심선경. (2012). 온라인수업에서 학습도구와
관계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2, 3 호.

학습성취,

학습만족간의

박성익, 김연경. (2006).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몰입요인, 몰입수준, 학업성취
간의 관련성 탐구. 열린교육연구, 14, 1 호, 93-115.
배은숙, 정주영, 강혜승. (2021). 온라인 수업의 질과 수업만족도가
학습몰입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581-584.
저자소개
조윤희는 현재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로 재직.
이메일 주소: cyh6230@naver.com
발표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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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ng Deep: The Use of Mixed-Reality Learning Scenarios for
Meaningful Language Learning
Julie M. Sykes
University of Oregon
Abstract
Game-based approaches to language learning have been shown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social skills and knowledge (for a recent review see Reinhardt,
2019). Mixed-Reality Complex Learning Scenarios (MRCLSs) are immersive,
play-oriented experiences in which participants work together to complete
multi-step tasks to discover and unpack critical information about language
functions. Using data from an initial pilot study, this presentation reports on four
key principles for the integration of mixed-reality experiences in the language
classroom. Specifically, we will examine ways MREs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earners’ language, intercultural competence, metalinguistic
processes. The session concludes with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edagogy.
Bio:
Julie Sykes earned her Ph.D. from the University of Minnesota. She is the
Director of CASLS and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Linguistics.
Her current research efforts are focused on transformational approaches to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second language, and more specifically,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intercultural pragmatics (i.e., politeness, communicative functions, and
patterns of interaction). Her interdisciplinary research draws upon theoretical and
applied linguistics, discourse analysis, psychology, educational gaming, game
design and cultural anthropology. Her work also seeks to contribute to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best practices for both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innovative curricular materials for language learning. She has
taught courses o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ology and
research, language learning and technology, Hispanic linguistics, and interlanguage
pragmatic development. Julie’s experience includes the design,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online immersive spaces and the creation of place-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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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mented-reality mobile games to engage language learners in a variety of
non-institutional contexts. She has published various articles on related topics,
including synchronous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nd pragmatic
development, gaming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ask-based learning and
interlanguage pragmatics, and lexical acquisition in digitally mediated
environments. Julie is the recipient of the 2018 University of Oregon Research
Award for Impact and Innovation.
발표언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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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활용 학습을 통한 예비초등영어교사들의 반응연구
윤택남
춘천교육대학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영어를 지도하는 예비교사들에게 워드클라우드를
활용한 학습을 적용함으로써 교과 내용 지식과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15 주간의 실험연구 기간 동안 영어
교과 내용 지식 평가지, 정의적 영역 설문지, 그리고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교수 방법과
비교해서 워드클라우드 기반의 의미망과 스키마 중심활동이 학습자들의
교과 내용 지식 파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이는
워드클라우드가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함으로써 학습자들의 기억력, 지식
습득,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협동, 창의성에 긍정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워드클라우드 활용 영어 수업을 통해
자신감, 흥미, 태도, 가치, 몰입, 만족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의적 영역의 변화는 온라인
수업으로 자기주도학습을 해야 하는 학습자들에게 기여를 한 것이라고
하겠다.
저자소개
윤택남 교수는 현재 춘천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로는 테크놀로지 활용 영어교육이다. 특히 인공지능 및 코딩 융합
언어교육과 학습자들의 인식분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메일 주소: yoon@cnue.ac.kr
발표언어: 한국어
※ 본 발표는 윤택남 · 김병선(2021)의 ‘워드클라우드 활용이 초등예비영어교사들의 교과
내용 지식과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 외국어교육연구, 35(3) 논문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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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ngitudinal Study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elation
Between Second Language Speech Perception and Production
Donghyun Kim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s (1) how second language (L2) speech sound
contrasts are acquired longitudinally and (2) how L2 speech perception and
production are related within an individual learner. The study addresses these
issues by examining developmental changes in production and perception of
English vowel contrasts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during their first 8
months of immersion in Canada. The study first examines changes in production
of English vowel contrasts by Korean adult (KA) and child (KC) learners. Then,
it further investigates whether and to what extent developmental changes in
production are related to those in perception. Results revealed that L2 learners
showed improvement in the production of L2 vowel contrasts, producing
spectrally more distinct vowel contrasts over tim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is
improvement manifested more in child L2 learners than in adult L2 learners.
Importantly, a close link between perception and production was found in child
learners after 8 months of exposure when their production abilities had also
significantly improved. These results corroborate previous findings that accurate
production of L2 speech contrasts is contingent on perceptual abilities at early
stages of L2 speech acquisition (Flege et al., 1999).
참고문헌
Flege, J. E., MacKay, I. R. A., & Meador, D. (1999). Native Italian speakers'
perception and production of English vowels.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06(5), 2973-2987.
저자소개
Donghyun Kim is an assistant professor in Department of Liberal Arts &
Teacher Training at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His research focuses
on understanding the linguistic representations and cognitive processes involv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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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 perception and production, second language speech learning, and word
recognition and learning.
이메일 주소: dkim@kumoh.ac.kr
발표언어: 영어/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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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고정민
(성신여자대학교)

The Benefits of Drama-Based Activity: Focusing on Learner Autonomy
14:50~15:15
발표

심주연(한신대학교)
김은현(서울신학대학교)

토론

조윤경
(부경대학교)

토론

나경희
(충북대학교)

예비교사를 위한 온라인 영어연수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15:15~15:40
발표

이영아(청주교육대학교)

How Content Teachers Support ESL Students’ Disciplinary English Acquisition in Online EMI Classes
15:40~16:05
발표

Jiye Hong(The University of Auckland)

토론

한은희
(나사렛대학교)

The Benefits of Drama-Based Activity: Focusing on Learner Autonomy
심주연
한신대학교
김은현
서울신학대학교
Abstract
Integrating drama into English language learning context has been used as an
intriguing teaching strategy to engage students. This article investigates how
utilizing a drama-based activity impacts on college students’ language learning
and autonomy in foreign language classroom. This study employed a
mixed-method study. Survey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and in-depth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addition, video clips of classroom presentation were collected. Overall, the
findings suggest that drama-based activity played an important role of promoting
L2 oral fluency. With regard to enhancing students’ autonomy, the drama-based
activity provided i)opportunities making students engage in meaningful negotiation
with peers in which they are key agents of their learning; ii)enjoyment of
learning and collaboration with their peers increasing their motivation to learn;
and iii)promote interdependent learning leading to shaping autonomous learning.
Some cruci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to highlight how the
potential impact of drama based activity could be optimized to increase learner
autonomy. Furthermore, teachers should be aware of the significance of
drama-based activity for transformative learning. It is recommended that further
research should focus on teacher’s awareness of the significance of learner
autonomy in teaching contexts where drama-based activity was integrated into
foreign language learning.
참고문헌
Alasmari, N., & Alshae’el, A. (2020). The effect of using drama in English
language learning among young learners: A case study of 6th grade
female pupils in Sakaka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
Literacy Studies, 8(1), 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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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s, M. (2015). The reduction of speaking anxiety in EFL learners through
drama techniques. Procedia -Science and Behavioral Sciences, 176,
961-969.
Benson, P. (1997). The philosophy and politics of learner autonomy. In P.
Benson & P.Voller (Eds.), Autonomy & independence in language
learning (pp. 18-34). New York: Longman.
Benson, P. (2006). Autonomy in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Language
Teaching. 40, 21-40.
Benson, P. (2011). What’s new in autonomy? The Language Teacher, 35(4),
15-18.
Carson, L. (2012). The role of drama in task-based learning: Agency, identity
and autonomy. Scenario, 2, 47-60.
Chukueggu, C. O. C. (2012). The use of drama and dramatic activities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The Crab: Journal of Theatre and Media Arts,
7, 151-159.
Daskalovskaa, N., Gudevab, L. K., & Ivanovskaa, B. (2012). Learner motivation
and interest.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46, 1187-1191.
Davies, P. (1990). The use of drama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TESL Canada
Journal, 8(1), 87-99.
Deci, E. L. (with R. Flate) (1996). Why we do what we do: Understanding
self-motivation. New York: Penguin.
Dickinson, L. (1987). Self-instruction in language lear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örnyei, Z. (2001). Motivational strategies in the language classro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örnyei Z., & Ushioda, E. (2011). Teaching and Researching Motivation.
Harlow: Longman.
Fine, G. S., & Collins, P. J. (2011). EFL Learner autonomy as it emerges in
drama projects. In G. David (Ed.), Fostering autonomy in language
learning (pp.52-63). Zrive, Turkey: Zirve University Press.
Fine, G. S., & Collins, P. J. (2014). Starring roles: Learner autonomy in drama
activities. In N. Sonda & A. Krause (Eds.), JALT 2013 Conference
Proceedings (pp.460-470). Tokyo: JALT.
Fraser, S. (2012). Who, what, how? Autonomy and English through drama. In K.
Irie & A. Stewart (Eds.), Realizing autonomy: Practice and reflec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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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education contexts (pp. 154-166). Basingstoke, UK: Palgrave
Macmillan.
Galante, A. (2018). Drama for L2 speaking and language anxiety: Evidence from
Brazilian EFL learners. RELC Journal, 49(3), 273-289.
Galante, A., & Thomson, R. (2017). The effectiveness of drama as an
instructional approach for the development of second language oral

Gill,

fluency, comprehensibility, and accentedness. TESOL Quarterly 51(1),
115-142.
C. (2008). Motivating English-Language Learners through Drama
Techniques. INTI Journal International Education Group, Special Issue,

43-51.
Gomaz, D. (2010). Using drama to improve oral skills in the ESL classroom.
International Schools Journal, 30(1), 29-37.
Harmer, J. (2001). The practic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3rd ed.). London:
Pearson Education.
Haugh, D. (2006). Fostering learner autonomy through dramatized role-plays.
Japan Association of Language Teaching (JALT) Anthology: More
Autonomy You Ask (MAYA), 4-22.
Holec, H. (1981). Autonomy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Oxford: Pergamon.
Kim, S. Y. (2004). The effects of drama tasks on English language learning.
English Language Teaching, 16(2), 101-125.
Kim, Y. H. (2020).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blended learning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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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를 위한 온라인 영어연수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이영아
청주교육대학교
초록
그간 교사교육 및 영어교육 분야에서 원격 연수나 온라인 학습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이도경, 김혜영, 2014; 임병빈,
김재영, 2008), 예비교사를 위한 온라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
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대부분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예비교사들의 영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현지 교육과 문
화를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신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
문일 것이다(전선영, 2020, 정혜영, 2012). 그러나 Covid-19으로 인한 글로
벌 펜데믹 상황이나 화상회의 도구의 발달로 인해 예비교사 해외 연수 프로
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Lenkaitis, 2020), 이
들 프로그램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의 영어 수업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C교대와 캐나다 T대학이 협력하여 개발 및 시행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온라인 영어 연수 운영 방
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학년도 C교대 동계 온라인 연수 프
로그램에 참여한 예비교사 15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였으
며, 프로그램 내용 및 수준의 적정성, 프로그램 참여도 및 만족도, 영어능력
향상 정도, 프로그램 제한점 및 개선 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참여자들
의 연수보고서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성과와 한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준이 적정하였으며, 참여도 및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영어 능력의 향상 정도에 대한 참여자들의
응답은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높지 않았는데, 이는 강좌당 학생
수가 다소 많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교사
의 요구에 특화된 듣기 및 읽기 자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 온라인
영어연수 프로그램 운영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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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Content Teachers Support ESL Students’ Disciplinary English
Acquisition in Online EMI Classes
Jiye Hong
The University of Auckland
Abstract
In South Korea, English-medium instruction (EMI), teaching of disciplinary
content subjects through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has become
prevalent in higher education and it has recently been increasingly implemented
in secondary education. Due to the COVID-19, all the classes in high schools
have been provided online and this rapid shift has caused confusions and
challenges for students. A number of studies have found that students in EMI
settings encountered more challenges learning disciplinary content knowledge
through their second language (L2) even in face-to-face classes (Basturkmen &
Shackleford, 2015; Costa, 2012; Hong & Basturkmen, 2020; Hong, 2021),
possibly, students in online EMI settings may face more challenges.
presentation examined how content teachers support their ESL students
language during interpersonal interaction in online EMI classes in two

and
This
with
high

schools in South Korea. Two distinctive online EMI classes, Mathematics and
World History, were observed. Language-related episodes (LREs), incidentally
arising instances in which teachers and students talk about the language they use
during content classes (Basturkmen & Shackleford, 2015), were identified in the
transcripts of the class recording and synchronous text-based chat and analysed
for the frequency and nature.
참고문헌
Basturkmen, H., & Shackleford, N. (2015). How content lecturers help students
with language: An observational study of language-related episodes in
interaction in first year accounting classrooms.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37, 87-97.
Costa, F. (2012). Focus on form in ICLHE lectures in Italy: Evidenc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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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25(1), 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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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Systematic Functional Linguistics on Enhnacement of
Critical Literacy in L2 English Class
Yeseul Choi
Daedeok Highschool
Sujung Min
Kong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s the highschool credit system is scheduled to be enforced in the year of
2025, English teaching and learning are facing unprecedented challenge. Under
the credit system, teachers can choose teaching materials as well as teaching
method that fit the specific situations. Students are also required to be more
active learners. Research based on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 approaches
have shown that SFL can provide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support for
English teachers and help leaners have critical reading ability.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pply critical reading by appraisal and identifcation systems of
SFL in enhancing learners’ level of critical literacy. Eleven highschool students
who enrolled in a summer course were subjected to perform critical reading and
activities based on appraisal and identification systems. It was found that the
critical reading is helpful in promoting students’ linguistic competence and
enhancing their understanding of contextual resources. This study offers an
insight into the English teaching research with practical application of critical
reading in the framework of SFL.
참고문헌
Halliday, M. A. K. (revised by Matthiessen) (2014).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Abingdon, Oxon: Rout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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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se. Bloomsbury Publishing.
Martin, J. R., & White, P. R. R. (2005). The Language of Evaluation: Appraisal
in English. London, UK: Palgraves
Park, Y. (2011). Using news articles to build a critical literacy classroom in an
EFL setting. TESOL Journal, 2(1), 24-51.

64

Rose, D. (2009). Learning in linguistic contexts: integrating SFL theory with
literacy teaching. In Proceedings of the 36th International Systemic
Functional Congress, Beijing.
Simmons, A. M. (2016). Supporting critical literacy in high school English by
using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to analyze fantasy, canonica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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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Neologisms from the Covid-19 Pandemic
and Its Pedagogical Implication
Seon Kyung Kim
Korea Polytechnic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dominant types of
word-formation processes which contributed to the surge of Covid-19 related
neologisms and the pedagogical implication. Neologisms not only represents
linguistic trends but also reflects current cultural aspects. The process of
acquiring a foreign language requires learners to become familiar with the culture
of a target language. Accordingly, it is fundamental to incorporate neologisms
into language classroom practice. After giving an overview on the current
theories on the notion of neologism, the author analyzed the dominant
word-formation processes applied in the coinage. The finding showed that the
coinage of neologisms was attributed to language creativity corresponding to
social changes.
[Neologism, Word-formation, Coinage, Language creativity]
저자소개
김선경은 현재 한국 폴리텍대학에서 교양학과 조교수로
사회언어학, 신조어, 한국어-영어 혼종어 등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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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이며

Investigation into EFL Learners’ Perceptions Toward Asynchronous Classes
According to the Levels of Language Proficiency
Hyekyeng Kim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초록
The Covid-19 pandemic outbreak forced a shift in traditional classroom
teaching modalities to include online platforms. Although there have been
numerous studies examining how online classes can most effectively be
implemented,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investigate concomitant effects due
to the varying levels of language proficienc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EFL learners’ perceptions towards asynchronous English classes
according to their linguistic proficiency levels. A total of 125 EFL learners
currently registered at a university responded to an online survey which consisted
of 28 questions aimed at exploring the effectiveness of asynchronous classes in
terms of improving language skill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high-proficiency
group showed the highest percentage of perception for the effectiveness of
asynchronous English classes as a whole, as well as for four language skills.
Further, the low-proficiency group showed the lowest percentage of perception of
effectiveness for reading. The presentation will include the discussion and
pedagog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based on the findings.
참고문헌
Fidalgo, P., Thormann, J., Kulyk, O., & Lencastre, J. A. (2020). Students’
perception on distance education: A multina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in Higher Education, 17, 1-18.
Horspool, A., & Lange, C. (2012). Applying the 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Student perceptions, behaviours and success online and
face-to-face. Assessment &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17(1), 73-88.
Seok, S. DaCosta, B., Kinsell, C., & Tung, C. K. (2010). Comparison of
instructors’ and students’ perceptions of the effectiveness of online
courses. Quarterly Review of Distance Education, 11(1), 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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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라(충북대학교)

코로나 시기 온라인 수업을 통해 본 차세대 Ubiquitous Learning
13:2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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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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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플(TORFL) 1단계 쓰기 영역 온라인 학습에 대한 문제점과 효과적인 교수법 모색
13:50~14:15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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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손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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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의 역사와 현재: 러시아의 경우
정보라
충북대학교
초록
서구에서 원격교육의 역사 자체는 18 세기 우편을 이용한 "통신교육"으로
시작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1918 년 공산혁명 이후 단기간에 국가
(재)건설이 필요해지면서 전문가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에서는 20 세기 초부터 다양한 종류의 원격교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20 세기 말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으로 러시아의 원격교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러시아 원격교육의 역사와 현재를 고찰하면서 팬데믹
등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을 찾아보고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柳南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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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態分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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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urses.dcs.wisc.edu/wp/ilinstructors/2019/07/25/a-history-of-correspondence-co
urse-programs/
Бабаева Марина Алексеевна, and Смык Александра Федоровна.
"Заочное обуч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ий путь к моок"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в России, no. 4, 2018, pp. 156-166.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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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교재연구 지도법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20 세기 러시아 문학을
전공했으며 러시아 현대문학을 번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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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온라인 수업을 통해 본
차세대 Ubiquitous Learning
김형섭
중앙대학교
초록
갑작스런 Covid19의 창궐로 인해 거의 모든 학교와 직장은 원격수업과 화
상회의라는 온라인을 통한 수업 및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지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원격수업 모델은 코로나 이전부
터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관심에서 밀려나 있었
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Covid19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 그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고 ZOOM과 Google 화상회의 프로그램 등
으로 수업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녹화동영상을 통한 수업도 진행하는
등 새로운 모델들이 대두되고 있다.
2020년부터 진행해 온 C대학의 온라인 수업 자료, ZOOM실시간 강의, 동
영상 녹화 강의,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Quizlet 활용과 기타 수업에 활용
된 프로그램이나 최신 장비 및 테크놀로지를 소개하고 강의에 활용된 사례
를 통해 그 방법과 효율성을 분석하여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향후에는 어떠한 장비와 테크
놀로지가 U-Learning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도 고민해 보고
지속적인 연구와 활용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참고문헌
김혜진. (2011). U-Learning Scheme: A New Web-based Educational Technolog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12), pp. 5486-5492.
윤정주, 정동빈. (2007).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U-러닝 영어 학습모형 연구.
Multimedia Assisted Language Learning, 10(3),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Cope, B., & Kalantzis, M. (Eds.) (2009). Ubiquitous Learning.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Kim, K. (2008). Ubiquitous Learning Supporting System for Future Classroom in
Korea. In K. McFerrin, R. Weber, R. Carlsen & D. Willis (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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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edings of SITE 2008--Society for Information Technology & Teacher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pp. 2648-2657). Las Vegas, Nevada,
USA: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mputing in Education
(AACE). Retrieved August 22, 2021 from https://www.learntechlib.org/primary/p/27620/.urnal.
Woo, Stu (2017). What’s Better in the Classroom – Teacher or Machine? The
Wall Street Journal.
저자소개
김형섭은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유럽문화학부 러시아어문학전공 부교수로
재직중이며 기초러시아어, 중급러시아어, 교양러시아어, 비즈니스러시아어,
노어작문 등 실용 언어 위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Covid19 이후 온라
인 실시간 수업과 동영상 수업을 통해 U-러닝에 대한 필요성을 새삼 느끼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연구자이자 교수자입니다.
발표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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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플(TORFL) 1단계 쓰기 영역 온라인 학습에 대한 문제점과
효과적인 교수법 모색
김희연
안양대학교
초록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급격하게 생활 방식이나 환경 까지도 바뀌고 모두에
게 지대한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교육의 현장도 예외 없이 학생과
교수자 모두 새로운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습의 방향, 방법, 도구
등도 모두 변화되었다. 본 발표의 목적은 대학에서 러시아어 실력을 향상시
키고, 졸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인증시험인 토르플(TORFL 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 ТРКИ Тестирование по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как и
ностранному)1) 1단계에 맞추어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겪
은 어려움과 문제점, 교수법으로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고찰해보고, 학생들
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 하나인 쓰기 영역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수업은 토르플 1단계(B1, Ⅰсертификационный уровень)의 인증서를 취득하
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인 ‘쓰기(письмо)’를 중
점적으로 학습하는 3학점 수업을 진행하였다. 토르플 쓰기와 관련된 수업을
들은 학생 수는 17명이며,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과 어려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필자가 맡고 있는 다른 러시아어
과목 수업을 듣는 학생들 까지 모두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2)
토르플 1 단계 쓰기 영역은 2 가지 유형의 문제로 첫 번째는, 사회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된 텍스트를 읽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
등을 적어 새롭게 글을 작성하는 것과 두 번째는 정해진 주제로 25 문장
내외의 글을 작문하게 된다. 쓰기영역의 총 점에서 66% 미달로 떨어진
학생들이 문제를 풀지 못했던 요인으로는 1)시간부족(단어 등을 이해하지
못함), 2)텍스트는 이해하며 읽었지만, 문장을 변형하여 작문 하는 것, 즉
새로운 문장을 구사하는 것이 있었다. 정해진 주제로 작문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25 문장을 모두 채우지 못하는 어려움, 즉 무엇으로 내용을
채워야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반면 상위권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1) 러시아교육과학부(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ау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산하에서 주
관하는 외국인을 위한 러시아어 언어 능력 평가 시험
2) 설문조사방법- 네이버 오피스 폼에서 형식을 만들고 단답, 장문형 답 모두 사용가능하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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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여러 차례 수업시간에서 기출 문제로 다뤄봤던 문제라면 문법적
오류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는 작문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학생들이 텍스트를 보다 잘 이해하고, 텍스트의 있는 문장을 자신의 문장
으로 바꾸는 것을 도와주도록 온라인 수업에서 제시한 학습방법은 브레인스
토밍을 이용한 “information tree”이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정보 트리” 또는
“메모리 트리”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브레인스토밍3)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 아이디어가 필요한 곳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떠올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인데, 수업 현장에서는 텍스트의 내용과 관련된 단어를 떠올리고
그 단어들을 활용하여 문장을 만들도록 하였다. 브레인스토밍의 ‘자유로운’
방식과 ‘구조적인’(brainstorming structure)방식을 함께 활용하여 학생들 스스로
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기억하게 하였다.
1)먼저 텍스트를 읽고, 해석
2)단락나누기
3)단락 별 키워드 5-6 개 선정
4)키워드를 가지고 문장의 재구성
5)하나의 축약된 글 완성 – 글 외워보고 말하기
이러한 방법은 연상기법, 흥미유발, 단어응용을 가능하게 한다.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를 본인이 생각하는 기-승-전-결 의 단락으로 나뉜다. 한 단락
마다 대략 5-6개의 키워드를 정하고, 키워드로만 텍스트가 무슨 내용이었는
지 기억한다. 키워드를 가지고 텍스트와 같은 의미를 가진 자신에게 쉬운 문
장으로 변형하거나, 변형이 어려우면 키워드가 들어간 문장을 써보도록 한
다. ‘메모리 트리’는 텍스트 유형의 작문 문제뿐만 아니라 주제 문제에도 잘
활용할 수 있다. 주제 문제는 ‘나’를 중심으로 ‘나의소개’, ‘가족소개’, ‘친구소
개’, ‘지역(동네)’, ‘나라소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등을 편지글로 쓰게 되
는데, 나를 중심으로 메모리트리를 만들어 단어를 모으고, 내용을 기억한다.
메모리 트리는 줌(ZOOM)이나 동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파워포인트’의
도형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멘티미터4)’를 통하여 하나의 텍스
트의 하나의 발표 화면처럼 보여준다. 또는 ‘트렐로’, ‘노션’ 이라는 툴도 소
개하기도 한다. ‘트렐로5)’와 ‘노션’은 회사 업무용 툴 이기는 하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단어와 문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게 도와준다.
3) 제한된 시간 내에 집단 구성원들이 하나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아이디어들을
생성해내기 위한 고안된 기법이다.(정세영. 브레인스토밍의 효율성.2006)
4) 대화형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5) 프로젝트 관리, 협업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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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생각하는 온라인 수업에서의 어려움을 정리해 보면 ‘동영상
강의의 경우 즉각적 피드백이 어렵다.’, ‘교수님의 입모양, 표정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버퍼링, 통신장애, 화면전환 등의 문제’, ‘집중력 유지’,
‘졸음’, ‘흥미를 유지 하는 것이 어렵다.’ 등이 있다. 교수자가 생각하는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은 ‘평소 보다, 각 학생마다 반복적인 실수가 대면
수업 보다 빨리 수정되지 않는다.’, ‘자가 학습과 동기부여가 어렵다.’,
‘학생들과의 수업속도가 맞지 않는다.’, ‘주의집중력이 떨어진다.’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설문에서 80%이상은 ‘‘메모리 트리’를 사용한 학습 방법이 텍스트를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보고, 쓰고, 말하는 연습에 도움이 됐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실시간 화상채팅 프로그램 줌(ZOOM) 으로 실시간 수업을 진행할 때, 텍스
트를 읽는 것, 발표하는 것은 가능하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
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시스템을 언어에 맞게 새롭게 구축하거나, 어떠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툴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언
어에 대한 관심사 부여하고,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 19영향으로 특별한 준비 없이 갑작스레 온라인수
업을 하게 되었지만 이것을 통해 앞으로 진행되는 대면, 비대면 수업의 보다
효과적인 교수법의 발전과 확장의 연구를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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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6, 109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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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일반 학습자를 위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 사례
박소윤
서연고등학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러시아어 학습 콘텐츠(이하
GGETV 러시아어 학습 콘텐츠)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유튜브 러
시아어 학습 콘텐츠 제작 시 보완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발표문
에서는 평생 학습 시대, 자발적 학습을 통한 자아 효능감 증진과 지식과 경
험의 토양을 비옥하게 가꿀 수 있는 러시아어 학습 콘텐츠 제작 방안에 대
해
의
의
습

논의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① ‘GGETV 러시아어 학습 콘텐츠’
제작 동기, 학습 목표 및 내용 위계 구성을 살펴보고 ② 콘텐츠 구독자들
주된 학습 동기 및 피드백 내용을 분석한다. 이후 ③ 유튜브 러시아어 학
콘텐츠의 향후 개발 및 운영 방향성을 도출한다.

GGETV 러시아어 콘텐츠는 경기도교육청에서 2008년부터 2010년 동안 3
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발된 선도적인 온라인 러시아어 교육 콘텐츠이다.
운영 취지는 당시 경기도를 포함, 전국의 일선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제2
외국어 교과 편제에 있어 일본어, 중국어가 80%가 넘는 압도적인 비율로 편
성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러시아어에 학습 동기와 호기심을 갖는 학
생들을 대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러시아어 학습 기회를 제
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콘텐츠 제작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강의 대상 설정이다.
전국의 중․고등학생 중 러시아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
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는 강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도구
적 관점과 구성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도구적 관점으로서의 목표
는 러시아어 기본 어휘, 회화, 문법 이해 역량과 러시아문화에 대한 기초적
인 배경지식 함양으로 두었다. 구성적 관점으로서의 목표는 자발성을 동력으
로 한 러시아어 공부를 통해 학생들이 각자 삶의 주체로서, 주어지는 선택지
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뛰어넘어 스스로 선택지를 발견해 보는 도
전이 그 자체로 얼마나 많은 내적 잠재성을 발산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 경
험하는 것이었고 더불어 러시아라는 광활한 미지의 세계를 접하면서 이를
자신의 진로 탐색영역의 의미 있는 키워드로 연결 지어 보는 가능성을 발견
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3단계의 위계 범위를 설정해 2008년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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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20강, 2009년 중급과정 20강, 2010년 고급과정 20강으로 나뉘어 교
재 개발과 강의를 진행하였다. 학업을 병행하는 독학생들을 위한 강의였으므
로 지나친 욕심으로 빠른 포기를 유도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매 강의
수업 시간은 최대 20분으로 운영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 내용 설정 시, 평
소 학교 수업에서 어휘 50분 수업, 문법 50분 수업, 의사소통 50분 수업 등
한 개의 영역을 50분 수업 시간 내내 진행하는 것보다, 50분 수업 구성을
어휘, 문법, 의사소통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을 때의 학습 몰입도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는 점을 반영, 강의 구성을 어휘-문법-의사소통으
로 구분하여 각 영역당 5분 내외를 할애하였고, 마지막으로 언어 학습의 동
기를 자연스럽게 유발할 수 있는 문화소개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보다 세부
적인 교재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알파벳의 읽기와 쓰기를 위한 강의를 초급
과정의 1강부터 4강까지 배치하였고 이후 5강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개
념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용을 구성방식을 취하였다. 어휘 영역을 강의
초반부에 배치하여 러시아어만의 독특한 발음을 재미있게 읽어보며 부담 없
이 편하게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초급~중급과정에서는 어휘
군별 명사(가족, 사람 등)와 형용사를 중심으로, 고급과정에서는 동사를 중심
으로 제시하였다. 문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의당 기본적으로 1개, 최대
2개의 문법 개념을 제시하여 독학자들의 심리적인 학습 저항감이 가장 큰
문법 영역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해소 시키고자 하였다. 의사소통 영역
에서는 수능 의사소통 영역 예시문을 참고하여 이를 보다 단순화한 문장으
로 변형한 상황별(만났을 때 인사. 감사 인사. 제안 등)표현을 제시하였다.
문화 영역에서는 학습자들이 학생임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주제와 용어 사용
을 배제하고 최대한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문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교재 마지막에는 연습 문제를 제시하여 스스로 학습 이해 정도를 점
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것은 따로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다. 한 강
의 당 교재 분량은 연습 문제를 제외 2페이지(연습 문제 포함 3페이지)였으
며 이를 PDF 파일로 사이트에 탑재해 학생들이 강의자료를 인쇄해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유튜브 댓글과 콘텐츠 학습자들과의 전화 통화 혹은 이메일을 통한 소통을
통해 학습자들이 위 콘텐츠를 통해 러시아어를 꾸준히 학습하게 된 동기를
살펴본 바로는,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에서 개설된 외국어가 아닌 경우 혼자
교재를 구입하여 독학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음을 토로하며 위 콘텐츠로
학습했을 때 학교 선생님과 함께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지속적으로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임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직장인들이나 퇴직자들의 경우에는 사교육 기관을 통한 학습 기회가
열려있음에도 시간적 제약과 수업 진도의 속도감에 적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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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점을 모두 보완할 수 있는 강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학습자 군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의견은 강의 시간과
학습량 그리고 설명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었는데, 20 분 수업에서
하루에 소화하기 부담 없는 수업 내용을 친절하고 위계적인 설명 방식을
통해 전달해 준 덕분에 러시아어를 포기하지 않고 고급과정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어떤 외국어를 배우기로 결정하는 데에는 다음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친다.
바로 정서적 접근성과 현실적 접근성이다. 러시아어 배우기를 실행한다는
것은 그리 일반적인 도전은 아니다. 정서적인 접근이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이다. 정서라는 것이 단기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보다는 정보 평등을 구현하고 있는 유튜브
학습 콘텐츠를 통해 러시아어 학습에 대한 현실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러시아어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 보여진다.
학습자 중심의 러시아어 수업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유의미한 유튜브
러시아어 학습 콘텐츠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 4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콘텐츠의 사회적 가치와 의의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다.
바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콘텐츠
개발자는 자기 성장을 도모하고 세상과의 소통하는 시선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용기 있게 문을 두드리는 러시아어 학습자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나누는 활동에 소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두 번째로, 학습 콘텐츠의 위계 구성 및 전반적인 내용 체계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이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단발적인 흥미 위주의 내용과 강의자
중심의 일반적인 전달 방식으로 이루어진 학습 콘텐츠는 진정성을 가지고
러시아어를 배우고자 하는 구독자들에게 배움의 기쁨과 성취를 통한 자아
효능감을 선물해 줄 수 없는 생명력 없는 텅 빈 공간일 뿐이다.
세 번째로, 댓글을 통한 활발한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점을 꾸준히 보완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소통은 정서적인 연대감을 구축해 낯선
타인과의 무감정적 학습 환경보다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와 몰입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측면에서 철저하게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강의 내용은 유튜브 화면에서 선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논리적인 설명 전개, 정확한 발음, 적절한 발화
속도를 통해 강의 내용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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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현재 발 딛고 서 있는 익숙한 세상의 풍경에
안주하지 않고, 경계를 넘어 낯설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가는
행위이다. 그 걸음의 배경이 되는 길에, 양질의 러시아어 학습 유튜브
콘텐츠들이 다정하고 지혜로운 안내자로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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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외국어 토론대회의 현황과 과제: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대회’를 중심으로
김준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새봄
경기대학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11 년간 진행된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대
회(이하 러시아어 토론대회)’의 역사와 현황, 의미를 고찰하고, 그간의 문제
점과 향후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발표문에서는 팬데믹 시대와 마주
한 토론대회가 어떻게 ‘대학(원)생들의 참가율을 제고’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토론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할 것인지’가 중점적
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① ‘국내 (대학생) 외국어 토론대
회의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② ‘러시아어 토론대회의 현황’을 고찰한다. 이
후 ③ ‘팬데믹 시대 러시아어 토론대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④ ‘러시아
어 토론대회의 문제점과 향후 대회가 나아갈 방향’을 도출한다.
국내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영
어 토론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대부분 아시아 의회식 토론(Asian Parliament
Debate)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본 발표문에서는 ‘청소년 영어
토론대회’와 ‘사관생도 영어 토론대회’를 중심으로 이 두 대회의 역사와 토론
방식,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 외에도 서울대학교 영어토론학회가 주최하는 ‘서울대학교 영어 토론대
회’, ‘서강대학교 영어 토론대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KNC)’ 등 다수의 영
어 토론대회가 있다. 갑작스럽다고 할 수 있는 ‘뉴노멀 시대’의 도래로 말미
암아 잠정 중단된 극소수의 토론대회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웹기반의 실시간
화상 토론방식을 도입했다.
국내를 대표하는 제 2 외국어 토론대회로 전북대학교 프랑스·아프리카학과
와 동 대학교 프랑스·아프리카연구소가 주최한 ‘제 1 회 세계 온라인 프랑스
어 토론대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2011 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러시아어 토론대회’를 꼽을 수 있다. 전북대학교는 뉴노멀 시대에 걸맞게 온
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9 개국, 80 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세계
온라인 토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주최하는
‘러시아어 토론대회’는 국내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제 2 외국어 토론대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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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러시아어 보급과 러시아 문화 전파에 힘쓰고 있다. 2005 년부터는 주한
러시아대사관과 공동주최한다. 본 발표에서는 대회의 토론 방법 변화 양상,
참가 자격 변화 원인, 역대 토론 주제, 역대 스폰서 등 대회의 역사와 현황
이 고찰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러시아어 토론대회 주최 측은 2020년 대회와 2021년 대
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대회 명칭도 ‘러시아어 UCC 토론대회’로 변경했
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뀐 점 외에 대회 방식도 큰 변화를 겪었다.
기존의 예선, 본선(준결승, 결승)이라는 3단계 진행에서, 동영상(UCC) 심사
만으로 대회가 진행되었다. 단, 기존 오프라인 대회보다 주제의 난이도를 높
인 점, 5분 내외의 동영상을 심사함에 있어 참가자의 ‘러시아어 구사 능력과
토론 내용’ 이외에 ‘영상 구성의 창의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
이 눈에 띈다. 하지만 이는 본래의 궁극적인 토론대회 취지와 방식에 부합하
지 않는 진행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
다면, 웹기반의 화상 회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간 토론의 장을 마련할 필
요가 있어 보인다. 비실시간(asynchronous) 토론은 상호 의견 교환보다는 독
백 식의 메시지 전달로 끝날 수 있으며, ‘지식의 상호 구축’이 어려울 수 있
기 때문이다(Kanuka & Anderson, 1998).
결론을 대신해 발표문에서는 러시아어 토론대회의 문제점 및 향후 나아갈
방향을 도출해본다. 주요 쟁점으로는 ‘뉴노멀 시대에 맞는 실시간 온라인 플
랫폼 도입’, ‘국내 교육자들의 관심 부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
‘대학 평가 제도 변경 제안’, ‘흥미로운 토론주제 선정을 위한 방안’,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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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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歌で学ぶ日本語授業に関する一考察
金子るり子
極東大学校
초록
I. はじめに
「歌は言語習得に役立つか？」という問いに対しては、肯定的な意見が多い
ように思われる。しかし同時に、「歌の何をどのように言語学習や授業に取り
入れていくのか」という問いに対しては、授業方法や教材･内容など明確にあ
るわけではなく、授業に歌を取り入れることについて肯定的な意見と否定的な
意見、あるいは積極的な意見と消極的な意見が入り交じるようだ。歌を活用し
た授業の実践報告や教育的な有効性についての研究も見られ、ポップスを使っ
た教科書の開発なども行なわれている。しかしながら、歌を活用した授業実践
の検証や考察そして教材内容などについてはまだ十分とはいえず、さらなる研
究が必要であると思われる。
日本語を専攻とする学生に対する大学のカリキュラムでは、日本語の文法、
作文、会話といった言語を教える科目と、それ以外の日本事情や文化などを教
える科目を設けている場合が多い。限られた授業時間数の中で、教えること学
ぶことは多く、特にレベルもまちまちのクラスの場合は、言語中心に教えるだ
けでも時間が足りないことが少なくない。
このような現状を鑑みながら、韓国人日本語学習者が関心のある文化要素に
ついて調査分析したものをもとに、日本語習得･学習の向上を促進するような
文化要素の内容と活用について考察した金子(2021)や、特に言語を駆使して行
なう度合いの大きい詩、俳句･川柳、歌という三つの＜うた＞活動を日本語の
授業に取り入れた試みの結果を踏まえて、日本語の習得・理解・関心を促進し
、学習のモチベーションを維持するような文化教育の内容･方法について考察
した金子(2020)を土台として、本稿では＜歌＞を中心にした日本語授業の実践
と考察を行なう。2021年1学期に教養の授業科目として「歌で学ぶ日本語」の
授業事例とその検証および考察を通して、歌で日本語及び日本文化･事情を学
ぶことの効果、教材内容、そして課題について検討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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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先行研究
歌を活用した授業に関する実践報告や研究については、様々な言語について
のものがある。日本語では、国際交流基金(2010)による中･上級クラスでの歌
を使った教室活動のヒントを紹介している。また、加藤･関(2015)は、初級日
本語学習者を対象とした「歌のクラス」の実践報告において、学習者の発表で
の発話から、言語面での学びがあったことや、歌活動を行なうにあたって必要
かつ有用な語彙･表現が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中国語の授業では、従
来から歌が活用され、ポップスの活用も積極的に行なわれている。中国語の歌
の活用の教育的効果については、しばしば「学生の緊張を和らげる」「授業の
雰囲気をなごませる」といった指摘がされているが、効果はそれだけなのか、
という問題意識から、小川(2010)は、英語の授業における歌の活用に関する研
究も参考にしながら、また、初修外国語（中国語）の授業での事例も検証しな
がら、主に大学の初級中国語の授業における歌の活用方法とその教育的有効性
について考察している。
Ⅲ. 授業の実践
本研究で対象とするのは、2021年1学期の教養科目「歌で学ぶ日本語」(週3時
間の15週)の授業の実践内容である。歌で学ぶ日本語ということで、日本語の
文法や会話を中心としたものではなく、歌から日本語を学ぶので、初心者で学
ぶ基礎的な日本語が出てくるとは限らない。そのため、最初の講義計画の段階
では、少しでも日本語を学んだことがあって、日本語の文字であるひらがなは
読めるレベルの学生を受講対象としていたが、実際ふたを開けてみると、教養
科目の授業であるため、日本語を専攻としない学科からさまざまなレベルの学
生が受講登録していた。最終的な受講者の構成は、全員日本語の非専攻者で、
日本語を学んだことがある学生とまったく初めての学生が混在していた。つま
り、初心者および初級レベルの日本語学習者で構成されたクラスであった。「
歌で学ぶ日本語」の授業内容は以下の＜表1＞の通りである。
1週

オリエンテーション・レベルチェック

2週

オリエンテーション／日本語の文字と構造／「赤とんぼ」
課題：自己紹介(1)＋(2)赤とんぼ
課題や質問についての説明・フィードバック／「赤とんぼ」･「今日の日はさようなら」
課題：(3)今日の日はさようなら
課題や質問についての説明・フィードバック／「さくら」紹介／「春が來た」
課題：(4)春が來た
課題や質問についての説明・フィードバック／「春が來た」･「手のひらを太陽に」

3週
4週
5週

課題：(5)手のひらを太陽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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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週

7週
8週
9週
10週
11週

課題や質問についての説明・フィードバック／「恋人がサンタクロース」／シティ･ポップ紹介(2曲)／
「およげ！たいやきくん」
課題：(6)恋人がサンタクロース
中間テストの説明･質疑応答／「およげ！たいやきくん」／課題(2)～(7)までの復習
課題：(7)およげ！たいやきくん
中間テスト：課題(2)～(7)＋授業での説明全部から出題(客観式)
「前前前世」紹介／「およげ！たいやきくん」追加説明／1学期後半の計画について説明＋発
表例の提示／「Lemon」
「こいのぼり･おかあさん･いぬのおまわりさん」紹介／「Lemon」
課題：(8)「Lemon」／第１回発表者の発表文
課題や質問についての説明・フィードバック／オープニング「夏祭り」紹介
第１回学生による歌の発表会(9名)

14週

課題：第２回発表者の発表文
「マリーゴールド」紹介／第２回学生による歌の発表会(9名)
課題：第３回発表者の発表文
第３回学生による歌の発表会(9名)／「ビューティフル」
課題(9)「ビューティフル」／第４回発表者の発表文
「ビューティフル」＋全員での歌／第４回学生による歌の発表会(8名)

15週

期末テストの説明･質疑応答
期末テスト：課題(8)～(9)＋学生(35名)による歌の発表から出題(客観式)

12週
13週

Ⅳ. 分析方法
4.1歌の活用のメリット･デメリット
【メリット】
・日本語の単語を歌詞を通じて勉強することができる
・日本語の歌を聞くことで、耳から自然に日本語を覚えることができ、数
多くの単語を勉強することも可能。
・反復性が高く、勉強した単語や表現を短時間で繰り返し聞き続けること
で記憶の定着を強化する。
・正しく日本語を発音することができ、聴解力を向上させる。
・日本語の歌を聞くことで、正しい日本語の発音や音感覚を習得すること
ができ、聴解力を伸ばすことができる。
・声に出して一緒に歌うことで日本語の発音やイントネーションが改善さ
れる効果あり。
・ことばの持つリズムの獲得に有効。
・歌を通して日本文化・社会への理解を深めることができる。
・レベル差のあるクラスでも、歌は関心も高く、親しみやすいので、集中
させてモチベーションを高めることができる。
・歌を通して互いの感性の共有･共感ができる。
【デメリット】
・日本語の文法の勉強には適してい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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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邦楽の歌詞は、韻を踏んだり、メロディーに合わせたりするために、文法
としては誤って いる日本語表現を使うことがあるため、日本語の文法の
勉強には適していない。
・文法の基礎を勉強したい学習者は、文法ルールが体系的に整理されてい
る本で勉強するのがよい。
・日本語会話の勉強には適していない。
・歌詞は詩に近く、普段の日常会話で使われている日本語とは少し異なるため、
日本語の話し言葉を習得することは困難。
・日本語の会話能力を伸ばしたい場合は、日本のドラマを活用する勉強方
法がよい。
・教師が歌や音楽を真剣に取り扱わない。
・普段の授業からかけはなれたもので、時間の無駄である。
・ポップ・ミュージックにはスラングが多く使われており、学習の役に立
たない。
・授業の目標を立てにくい。
・学習者は聞くことを好むだけで、作業は嫌がる。
・語学学習のための音楽や歌は退屈である。
・学習者は歌わない。
・学習者によっては、夢中になりすぎる者が現われる。
・日本語の歌の教材内容
4.2歌の活用についての検証
以上のメリット･デメリットをもとに、本稿で対象とした「歌で学ぶ日本語」
の授業事例における方法･内容･教材および学生の感想･意見などについて検証
する。
Ⅴ. 結果および考察
・検証の結果として、歌で日本語及び日本文化･事情を学ぶことの効果、教材
内容、課題についての考察
・学生の中間･期末テスト（言語＋文化･事情）の結果比較
・学生の提出した課題の検討
・学生へのオンライン、オフラインのアンケート調査結果
・学習者のレベル別教材と指導法の開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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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교육, 한국일본어교육학회, 94, 19-36.
________.
(2021).
日本語教育の効果的学習を促す文化要素に関する一考察.
외국어교육, 한국외국어교육학회, Vol. 28, No.1, 231-253.
白井桂・来嶋洋美. (2010). 授業のヒント 歌を使った中・上級の教室活動. 日本語教育通信,
国際交流基金, https://www.jpf.go.jp/j/project/japanese/teach/tsushin/hint/201004.html
日本語教師 コミュの「歌」を教材として使うことについて(2006.2.16.)
https://mixi.jp/view_bbs.pl?comm_id=19124&id=4638138
日 本 ワ ー キ ン グ ホ リ デ ー ＆ 留 学 編 集 部 ( 2 0 1 8 . 8 . 2 3 )
外国人学習者向け日本語の勉強におすすめの日本語の歌
https://japanlifesupport.com/study/music_study.html
저자소개
가네코 루리코(Kaneko Ruriko)
극동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일본어학/일본어교육/한일 비교언어문화 전공
이메일 주소: kanekoyang@hanmail.net
발표언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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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일본인 한국어학습자에 대한 실태조사

SNS

Inagawa Yuki
Tezukayama Gakuin University
초록
일본 국내 한국어 학습자 수가 2000년대 이후 급격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언급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10대, 20대를
중심으로 젊은 층에서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는 박진희(2016) 등을 비롯하여 지금까
지 여러 차례 있어 왔으나, 그들은 대부분 특정 학교나 교실 등 한정된 환경
에서의 조사에 그쳤고 전체적인 실상을 그려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불특정 다수에게 열린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공간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넓은 층의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일본에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전체적인 실상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
이다.
2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로, 일본 국내 한국어 학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얻을 수 있었다.
1. 압도적으로 여성 학습자가 많다.
2. 학습자의 거주지는 전국 인구분포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나, 수도권이나
간사이 지역 등 대도시 권에 약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학교나 학원 등 특정 교육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독학자가 절반을 넘는다
4. 대부분의 학습자가 학습을 시작한 계기로 “한류”를 꼽았으며, 학습 목표
또한 한류와 관련된 것이 많다는 등, 한류 자체가 최대의 학습동기로
자리잡고 있다.
5. 젊은 층은 K-POP, 중고령층은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어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6. 남성 학습자들은 한류의 영향을 덜 받고 있다.
참고문헌
稲川右樹.(2018).帝塚山学院大学研究論集第54集. SNSアンケートを利用した日
本人韓国語学習者の実態調査
金庚芬.(2017). 明星大学紀要第53号.日本の大学生の韓国、韓国人、韓国語に対
する好感度 ―韓国語学習者・非学習者別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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総務省.(2018).『平成29年版 情報通信白書』
日経クロストレンド.(2018).「第３次韓流ブーム 若い女性がK-cultureにハマるワケ」
https://xtrend.nikkei.com/atcl/trn/pickup/15/1003590/042401672/
朴珍希.(2016).岡山県立大学教育研究紀要第１巻1号.日本における韓国語教育に
関する研究：大学の韓国語学習者調査にみる現状と課題
朴珍希.(2017).岡山県立大学教育研究紀要第2巻1号.「外国語としての韓国語教育
の現状と課題－岡山県内の大学・高校の「第2次韓流ブーム」以降の変化
を中心に－」
저자소개
Inagawa Yuki(稲川右樹),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과 석사과정
졸업(사회언어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수료. 현재 일본
오사카에 있는 Tezukayama Gakuin 대학교, Liberal Arts 학과 준교수.
전문 분야는 한국어교육.
이메일 주소: yuki7979seoul@gmail.com
발표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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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学習者による関連表現の位置づけの一考察
―複数の言語項目間に類似点をみなしていく過程の語りから―
伊藤沙智子
韓国外国語大学校
초록
本研究は、置き換え可能とみなされる複数の言語項目の組み合わせである関
連表現が、日本語学習者（以下、「学習者」）にどのように類似点を見出され
組み合わされているかを明らかに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具体的には、学習者
が複数の言語項目間に類似点をみなしていく過程に着目することによって、学
習者が関連表現をどのように自らのことばの体系の中に位置づけていくか、そ
の一端を考察する。
関連表現のより一般的な用語として類義表現があるが、教師養成における類
義表現指導では「「類義表現の使い分け」をうまく処理することが，日本語教
師の「腕の見せどころ」」(坂口2014:243)であるとされてきた。教師に要求さ
れる「うまい」処理は，学習者個別の関連表現を捉え，その「弁別性を明確
化」(坂口2014:244)することが要求されるといえる。また、複言語主義では，
「自律的で省察的な習得過程」(欧州評議会2016; 65)こそが，学習者のことば
の発展に密接に関係し要求される。複言語の教育活動には，学習者本人が自ら
のことばの習得過程における具体的な状況および必要性を考え，ことばを能動
的に獲得していく支援が必要である。本研究はその支援の一端として、学習者
の関連表現の実態を明らかにする。
学習者がどのような営みを通して複数の言語項目を関連表現とみなしてい
くかを検証することを目的とし、2つの調査を実施した。調査1では，学習者本
人により言語化された関連表現の抽出を目的とし，「（ ）と（ ）はどう違
いますか？」と書かれた調査カードを事前に調査協力者に配布し，空欄へ日本
語で関連表現を記入するよう，依頼した。調査2では，調査1で抽出した関連表
現について，学習者がどのように類似点を見出しているのかを記述することを
目的とし，調査1で記入済み調査カードを回収後，調査協力者本人が記入した
調査カードに関して，調査協力者1名に対して調査者1名，1対1の面接形式でイ
ンタビューを実施した。以上の調査1・調査2をもとに，調査協力者である学習
者全7名から，全96組の関連表現とその類似点についての語りを抽出し，それ
ぞれデータ1・データ2とした。
結果、学習者が複数の言語項目に類似点を見出し関連表現として組み合せる
過程として、以下の 4 タイプが観察された。第 1 に置換の受容と産出から、
第 2 に複数回に及ぶ接触状況から、第 3 に他者との複数回に及ぶ言語接触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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ら、第 4 に複数言語の往還から、言語項目を関連表現とみなしていくことが
わかった。
本研究の成果は，教師が学習者による関連表現の産出理由を想定していくこ
とにより，学習者がことばを学び，整理し，自らのことばの体系を構築してい
く過程を支援することに貢献する。本研究では，まず類似点に着目するため
に，学習者がその類似点を自覚していることが前提となる，調査当時に混乱し
ているものをデータとした。その本研究のアプローチの限界から，今後の課題
としたい。
참고문헌
伊藤沙智子(2019)「一言語項目の認定からみた日本語教育における関連表現」
『日本語教育研究』第47輯, 197-214.
欧州評議会言語政策局著・山本冴里訳(2016)『言語の多様性から複言語教育へ―
ヨーロッパ言語教育政策策定ガイド―』くろしお出版
小林ミナ(2016)「複言語・複文化時代の日本語教育における日本語教師養成」
本田弘之・松田真希子編『複言語・複文化時代の日本語教育』凡人社,
135-162.
坂口和寛(2014)「日本語教師養成講座の受講者が行う類義語の言語特徴分析：
類義語の特徴説明に見られる傾向と問題点」『信州大学人文科学論集』
1, 243-254.
佐々木倫子(2010)「日本語教師養成講座の充実を求めて―民間教師養成講座用の
自己評価表試案 ―」『言語文化研究』, 桜美林大学, 89-106.
野田尚史 (2001)「文法項目の難易度難しい文法項目は複雑な処理を要求される」
野田尚史・迫田久美子・渋谷勝己・小林典子『日本語学習者の文法習得』
大修館書店, 101-120.
저자소개
伊藤沙智子

韓国外国語大学校日本学大学日本言語文化学部

助教授

이메일 주소: ito.sc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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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일본어학습을 위한 수업설계 연구
-CLIL(내용언어통합형학습)의 개념을 바탕으로김미정
배화여자대학교
류경희
장안대학교
초록
I. 서론
1. 외국어 교육과 학습에 있어서 다양한 교수-학습법의 발전 양상

2. 수업설계 방향 및 목적

II. 이론적 배경

96

Ⅲ. 연구의 목적과 수업설계 방향
4C를 전제로 한 수업설계

Ⅳ. 연구 방법
네 가지 수업설계 방향을 담은 수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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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설계
대상과목: ‘일한통역입문’, ‘일본대중문화’, ‘일한커뮤니케이션통역’
대상학생: 총 60명

2. 평가설계
1) 평가 설계의 취지: 학습자가 학습을 위한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도록 돕고
능동적인 인출(Output)을 촉진한다.
2) 평가항목의 구분: ① 목표언어를 사용해서 맥락 속에서 갖는 기능 파악
② 적절한 어휘 선택
③ 적절한 어휘조합으로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3) 평가 방법: 매주 가벼운 퀴즈 및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문제

3. 설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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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시대 흐름에 맞춰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어 교육이 의사소통을 위한 언
어기술 습득을 넘어, 21세기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하
나의 수단으로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접근방식도 변화해 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희. (2019). 행위중심접근법을 적용한 언어· 문화의 통합적 수업활동:
중급 일본어 수업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80, 65-86.
權寧成. (2021). 4 차 산업혁명과 외국어교육의 미래-일본어교육을 중심으로.
일본어교육연구, 54, 57-77.
안종배. (2017). 4 차 산업혁명에서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미디어와 교육,

7(1), 21-34.
이삭. (2020). EFL 환경의 한국 초등영어교육에서 내용 언어 통합 수업 설계
및 적용 방안: PBL 기반 CLIL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31(3),
39-56.
최희재. (2010). 유럽연합의 외국어교육정책 고찰을 통한 한국 외국어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탐색.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7, 359-381.
한영주. (2007). 내용중심 언어수업에 대한 고찰: 대학에서의 전공과목
영어강의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언어과학, 14(1), 141-157.
한영주. (2009). 유럽의 CLIL 과 우리나라의 영어 몰입교육. 언어과학, 16(2),
103-122.
朴文英.(2017). 日本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向上のための言語文化統合授業
としての
CLIL:
韓国の
「2009 改定教育課程」
と
CLIL
の理念の比較. 同志社大学日本語・日本文化研究, (15), 127-149.
Allen-Tamai, M. (2015). 内容を重視した外国語教授法. ARCLE REVIEW, 10,
53-63.
市川新剛.
(2015).
CLIL
内容重視型教授法の特徴とその効果.
名古屋学院大学論集. 言語・文化篇 Z, 2.
漢那有希子. (2021). 考えを深め, 英語で表現する力を育成する授業づくりの研究:
CLIL (内容言語統合型学習) の活用を通して. 琉球大学大学院教育学研
究科高度教職実践専攻年次報告書, (5), 77-80.
茂木淳子. (2013). CLIL (内容言語統合学習) 的外国語活動の実践とその効果.
教育実践研究, 2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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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木佳江. (2020). 留学生に対する 「日本文化・日本事情」 の授業設計: CLIL
(内容言語統合型学習) の視点から考える. 語文と教育, 34, 92-103.
山口和代. (2012). 内容重視型言語教育による学部留学生へのアカデミック
・ジャパニーズの指導―総合政策学部の日本語科目を例として―.
南山大学国際教育センター紀要, 13, 17-35.
Coyle, D. (2007). 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Towards a connected
research agenda for CLIL pedago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10(5), 543-562.
Cummins, J. (2008). BICS and CALP: Empirical and theoretical status of the
distinction.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2(2), 71-83.
Dalton-Puffer, C. (2011). Content-and-language integrated learning: From practice
to principles?.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1, 182-204.
de Biaggi, S., Samojluk, C., & Wa-Mbaleka, S. (2016, April).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 General Overview. In International Forum Journal, 19(1),
35-60.
Khatib, M., & Taie, M. (2016). BICS and CALP: Implications for SLA. Journal
of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7(2), 382.
McDougald, J. S. (2018). CLIL across the Curriculum, benefits that go beyond
the classroom. Latin American Journal of Content &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11(1), 9-18.
MINOTTI, T., & WERTMAN, K. K. (2019). Language Acquisition in Japan: A
Sociolinguistic Context. Research Bulletin of Osaka Shoin Women's
University, 9, 25-29.
Pérez-Cañado, M. L. (2012). CLIL research in Europe: Past, present, and fu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15(3),
3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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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발표

Session 4

중국어1

좌장

전기정
(선문대학교)

형태초점교수법의 입력중심과 출력중심이 중국어 ‘了’ 문법 학습에 미치는 영향
13:00~13:25
발표

정소영(광운대학교)

토론

신승희
(이화여자대학교)

토론

王霞
(한양대학교)

토론

김윤정
(창원대학교)

現代漢語話語標記“可不是”的語用功能與形成機制
13:25~13:50
발표

밍양양(明洋洋) (상지대학교)

‘个’의 비(非)양사적 용법과 교수방안에 대한 소고
13:50~14:15
발표

이지은(이화여자대학교)

제2외국어로서의 중국어교육에 있어서 학문 중국어 어휘교육의 필요성 고찰
- 고빈도 출현 부사를 중심으로
14:15-14:40
발표

백로(Bai Lu) (연세대학교)
신성하(중국 칭화대학교)

토론

錢兢
(국민대학교)

형태초점교수법의 입력중심과 출력중심이 중국어 ‘了’ 문법
학습에 미치는 영향
정소영
광운대학교
초록
본고는 명시성이 다른 명시적 규칙 설명과 의식 상승 과제 중심 수업이 중
국어 문법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1970 년대 의미중심 교수법이 대두되면서 의사소통 기능이 강화되었지만,
학습자들은 정확성 측면에서 심각한 취약성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점
을 인식하여 유창성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형태초점 교수법이 모색이 되었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는 형태초점 교수법의 명시성이 중국어 문법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명시적 규칙 설명 집단과 의식상승과제 집단으로 나
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명시적 규칙 설명은 입력중심의 교수법이고, 의식
상승 과제는 출력 중심의 교수법이지만 이 두가지 모두 명시성 중심으로 교
수하였다.
명시적 지도는 학습 과정 동안 특정 언어 형태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설계되어 지고, 암시적 교수는 목표언어형태가 풍부한 환경이지만 그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도록 설계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실험은 2021년 1학기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了’에 관해서만 그 차이
를 보고자 하여서 지연 사후 시험이 아닌 직후 사후시험을 택하였다. 분반된
2학년 중국어 전공수업에서 실시하였고, 이 두 반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A반과 B반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평균점수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A 반은 명시적 규칙 설명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B 반은 의식상승과
제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은 1 주일간 2 회 진행하였고, 공지없이
그 다음 회 수업에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결과 A반(M=14.18, SD=6.397)이 B반(M=12.64, SD=4.966)보다 평균이 다소
높았지만, 두 반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0.929). ‘了’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서, 동사의 기본과거 용법, 이합사 용법, 형용사+了의 용법, 과거
규칙적인 일을 나타내는 용법, ‘了’의 위치 용법을 묻는 문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심리동사의 과거표현기법을 묻는 문항에서만 A반
과 B반은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t=2.634, p<.05). 구체적으로는 A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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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14, SD=0.834)이 B반(M=0.52, SD=0.77)보다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반에서 사전테스트와 사후테스트에 따른 평균점수의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두 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A반의 경우(t=-9.450, p<.001) 사전테스트(M=3.32,
SD=2.8801)보다 사후테스트(M=14.18, SD=6.397)에서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증
가하였고, B반의 경우(t=-12.660, p<.001) 사전테스트(M=3.08, SD=2.613)보다
사후테스트(M=12.64, SD=4.966)에서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국어의 문법항목 중 하나인 ‘了’ 학습에서 명시성이 강한 입력중심교
수법과 출력중심교수법은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了’의 다
양한 문법기능 중, 두 반 모두 평균점수가 가장 낮았던 심리동사의 과거표현
기법에서는 입력중심 교수법이 다소 효과가 있다는 유의한 결과가 드러났다.
참고문헌
강혜정, 민찬규(2018), <입력중심과 출력중심 형태초점 접근법이 중학생 영어
문법 학습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과교육≫ 17(1): 43-63.
김정은(2017), ＜형태초점 의사소통 접근법에 관한 연구: 한국과 홍콩의 중학
교 1 학년 영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라지은(2017), ＜중학교 2 학년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문법 제시 및 지도방식
분석-형태초점 접근 기법에 따른 비교＞,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민찬규(2002), ＜형태 초점 의사소통 접근 방법: 교수법적 특징과 영어교육에
의 적용방안＞, ≪Foreign Languages Education≫ 9(1): 69-88.
박신향⋅조윤경(2013), ＜형태초점 의사소통 활동 유형과 학습자의 사전지식
수준에 따른 목표문법 주목 연구＞, ≪영어교육연구≫ 25(2): 129-146.
윤순일⋅정소영(2020), ＜고등학교 중국어 교과서 문화항목 분석과 제언＞,
≪중국어문논총≫ 99.
이유진⋅표경현(2017), ＜형태초점 교수법의 교실 적용 연구 — 2009 년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1 학년 영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연구≫ 59(3).
이정현⋅이상기(2020), ＜입력 빈도 분포 유형 및 형태초점접근 교수 기법의
명시성 정도가 제 2 언어 문법 학습에 미치는 영향＞, ≪English
Teaching≫ 75(2):111-134.

104

조윤경⋅박신향(2012), ＜입력과 출력중심 형태초점 의사소통 활동 및 학습자
의 사전지식 수준이 목표문법항목에의 주목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응용 언어학≫, 28(2), 221-257.
조윤경(2018), <출력 과업의 유형 및 목표언어 형태의 난이도 수준이 언어
형태 학습에 미치는 영향>, ≪언어과학≫, 25(3), 211-230.
조윤경(2019), <형태초점 교수법의 명시성, 언어형태의 난이도 및 사전지식
수준이 언어형태 학습에 미치는 영향>, ≪언어과학≫, 26(1), 201-220.
Doughty, C. & Williams, J. (1998), Focus on Form in Classroom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Ellis, R. (1999), Input-based approach to teaching grammar: A review
ofclassroom-oriented research, Annual Reviews of Applied Linguistics 19,
64-80.
Ellis, R. (2001), “Introduction: Investigating Form-Focused Instruction”, Language
Learning 51, 1-46.
Harley,

B. (1998), The role of focus-on-form tasks in promoting child
L2acquisition, Focus on form in classroom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156-174,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lstjin, J. (1995), Not all grammar rules are equal: Giving grammar intruction
its proper place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Attention and awareness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pp. 359-386,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Hwang Jong-Bai. (2001), Focus on form and the L2 learning of English
unaccusative verbs, English Teaching 56(3), 111-133.
Krashen, Stephen D. (1985),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d Implications,
London: Longman.
Long, M. H. (1991), Focus on form: A design feature in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K. de Bot, R. G. Ginsberg, & C. Kramsch (Eds.), Foreign
language research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pp.39-52), Philadelphia:
Benjamins.
Long, M. H. (1998), Task-based language teaching, Oxford: Blackwell.
Long, M., & Robinson, P. (1998), Focus on form: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C. Doughty & J. Williams (Eds.), Focus on form in classroom second
language acquisition(pp.15-4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cDonough & Trofimovich, P. (2013), Learning a novel pattern through
balanced and skewed input, Bilingualism 16(3), 654-662.
Norris, J., M. & Ortega, L. (2000), Effectiveness of L2 instruction: A research
synthesis and quantitative meta-analysis, Language Learning 50(3).

105

2021 KAFLE 학술대회

Spada, N. (1987), Relationship between instructional differences and learning
out-comes: A process-product study of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Applied Linguistics 8.
Spada, N. (2011), Beyond form-focused instruction: Reflecions on past, present,
and future, Language Teaching 44(2).
Spada, N. & Lightbown, P., M. (1999), Instruction, first language influence, and
developmental readiness in SLA,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3.
Spada, N & Lightbown, P, M. (2008), Form-focused instuction: Isolated or
integrated?, TESL Quarterly 42(2), 181-207.
Wajnryb, R. (1989), Dicto-gloss: A text-based communicative approach to
teaching and learning grammar, English Teaching Forum 27(4), 16-19.
White, L. (1991), Adverb placemen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ome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evidence in the classroom, Second Language
Research 7.
VanPatten, B. (1990), Attending to form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2(3),
VanPatten, B. (1996), Input processing
language acquisition, Norwood, NJ:

and content in the input, Studies in
287-301.
and grammar instruction in second
Ablex.

저자소개
정소영, 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발표언어: 한국어

106

現代漢語話語標記“可不是”的語用功能與形成機制
밍양양
상지대학교
초록
現代漢語中“可不是”主要有兩種形式，我們來看下面的例句。
(1) 田大瞎子說：“老溫夥計，這是你不幹，可不是我辭你，你要和農會說清楚。
(2) 這可不是我的意思，領導們剛才研究了，每個人都得表態。
(3) “幾壺茶錢？”“可不是，那回我上帝王喝了半拉鍾頭茶就花了一千零五十，
跟小玥給我補外語怎麼比？”
(4) 劉太生像沒事人似的緊走幾步，高聲地說：“殿福哥，今年雨水勤，什麼莊稼都長
得這麼好！”“可不是，莊稼人就盼著莊稼好。”
從句法上來看，例句(1)和(2)中的“可不是”充當謂語成分，而例句(3)和(4)則
作為話語標記，句法獨立，不是前後文結構的組成部分，刪除後也不影響前後句
原來的結構。從語義上來看，例句(1)和(2)中的“可不是”是句子命題含義的組成
部分，刪除後句子命題模糊不清，可以說“可不是”直接制約著話語的命題含義。
而例句(3)和(4)中的“可不是”獨立於句子之外，不擔任句子的命題成分，刪除後
也基本不會影響句子的命題含義。“可不是”所聯繫的話語單位“那回我上帝王喝
了半拉鍾頭茶就花了一千零五十，跟小玥給我補外語怎麼比？”和“莊稼人就盼著
莊稼好。”語義自足，話語內部已經形成了明確的語義關係，是否使用“可不是”
不會擴充或縮小話語的命題含義。所以例句(3)和(4)裡出現的“可不是”可以看做
一個“話語標記”。
話語標記(Discourse marker)的概念源自英國語言學家 Randolph Quirk 在
二十世紀五十年代針對口語中的“常用修飾語（Recurrent
modifiers)”的研究，他認為從語法結構上來看，常用修飾語對於信息傳遞並沒有
作用，但是無論在當下的自然口語還是在莎士比亞的戲劇中都能看到這些“表面
上沒有功能和實際意義的成分”。話語標記1)這一用語最早是由 Schiffrin 提出，
指的是在交際過程中，話語裡的不同成分通常傳達著不同的信息，有些成分在語
義上比較空洞，常常令聽話人覺得“沒有實際意義”，主要起到提示、引導聽話人
更好地理解話語內容的作用，像是話語交際中的指引標記，這就是話語標記，話
語標記的研究主要集中在英語、日語、西班牙語、德語等語言中，而漢語在話語
標記方面的研究卻滯後很多。2)Schourup(1999:230-234)提出話語標記主要出
1) 何自然(2006)將“Discourse marker”譯為“話語標記語”，本文按照沈家煊(2000：111)內容，使用“話語
標記”這一術語。
2) 參考陳家雋(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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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於口語表達中，且話語標記在句法上有相對的獨立性，在語義上具有非限定性
。目前漢語學界對話語標記的基本特征共識是：語音上，可以以韻律自足的形式
尋存在與語篇中，而且可以有停頓；句法上，具有獨立性，出現位置比較靈活自
由；作為前後言語結構中的語法成分；語義上，具有非限定性，對命題的真值意
義不發生影響。
馮春田(2002)以明清山東話為方言背景的《醒世姻緣傳》以及現代山東方言
裏的“可不”類句式為內容進行了分析、討論。該文指出在現代漢語中“可不（是）
”的情況不同，但是未作深一步研究；於寶娟(2009）從修辭學的角度對“這不”、“
可不”進行了考察，著重討論了二者在語篇的修辭結構的形成過程中的樞紐作用。
張先亮(2011)、張田田(2011)則對“可不是”的語篇功能以及詞彙化過程進行了論
述；代麗麗(2018)對“可不(是)”的話語標記功能及其來源進行了論述。本文將從
話語標記“可不是”的句法分布、話語功能以及形成機制等三個方面對“可不是”進
行分析和論述，試圖從多角度對話語標記“可不是”進行更全面的詮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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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个’의 비(非)양사적 용법과 교수방안에 대한 소고
이지은
이화여자대학교
초록
양사 ‘个’는 일반적으로 수사와 명사 사이에 쓰여 수량구를 구성하는
단위표지로서의 기능을 하며, 다른 전용양사들과 달리 ‘个’는 다양한
의미범주의 명사들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보편양사이다. 한국어에도
개체양사에 상응하는 성분이 수량구에 사용되며, ‘个’처럼 다양한 명사와
사용되는 ‘개’라는 의존단위명사가 있다. 따라서 양사가 없는 언어권의
학습자와 달리 한국인 학습자는 수량구에 양사를 사용하는 현상을 생소하게
느끼지는 않는다. 다만 각각의 양사를 구분하여 쓰는 부분은 혼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个’의 용법을 설명해 준 후에, 교재에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만나면 학생들은 그동안 알던 양사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1) 我是个足球迷。(『The중국어』, Step2, 제7과)
(2) 请您想想办法，帮个忙吧！ (『汉语会话301句』, Vol2, 第33课)
위의 예(1)에서 수사 ‘一’은 탈락되고 양사 ‘个’는 명사 ‘足球迷’와 함께
쓰이고 있는데, 이를 한국어로 해석해 보면 ‘나는 축구광이다’라고 하지
‘나는 한명의 축구광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인 학습자들은 이
‘个’의 용법에 대하여 의문점을 갖게 되고, 특히 ‘我是足球迷’와 어떤 의미적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오곤 한다. 예(2)의 경우도 ‘个’가
이합동사 사이에 부가된 경우로, 한국인 학습자에게는 역시나 매우 생소한
언어표현이다.
이러한 ‘个’의 비양사적 용법은 그동안 국내외 학계에서 활발하게 연구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는 张泊江·李珍明(2002), 张谊生(2003) 등의
연구가 있고, 한국에는 홍연옥(2014), 초팽염(2014) 등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학생들에게 ‘个’의
비양사적 용법의 단계별 교수내용과 교수 방안을 마련하고 그 효용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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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외국어로서의 중국어교육에 있어서 학문 중국어1)
어휘교육의 필요성 고찰 - 고빈도 출현 부사를 중심으로
백로(BAI LU)
연세대학교
신성하
중국 칭화대학교
초록
중국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과 중국어로 전공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거나, 학술논문 및 과제를 작성할 때에 작거나 큰 문제를 경험한다.
구체적으로 학문언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구어체 사용, 중국학생과
비교했을 때 어휘 사용의 단일화 및 용법의 부정확성 등이 있다. 문제의 근
원을 생각했을 때 학술적 문체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학문 중국어 어휘
및 어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유학생들이 맞이하게 되는 문제들이다.
많은 학자들은 유학생들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 및 설문을 진행
했으며, 李泉(2002)는 현재 제2언어 교육 수업은 주로 "중성문체"를 가르치
고 있는데, 이것은 제2언어 교육학에서 매우 필요한 문체이지만, "중성문체"
교육을 받은 학습자가 구어와 서면어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자
가 특정언어 환경에서 문체의 편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曾毅平(2009), 周芸, 张永芹, 张靖(2010)는 제2 언어 학습 시 목적
언어 사용의 최고 경지를 “적시적소”의 사용이라 여기고, 나아가 대외한어
교육에서 문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汲传波(2016)는 직접 설계한 코퍼
스를 이용하여 중국 학생들과 한국 유학생들의 문장구조 및 어휘 사용 현상
을 비교했으며, 한국 학생들이 작문을 할 때 전체적으로 문장구조의 사용이
적고, 특정 전문용어의 사용이 너무 빈번하다는 결과를 발견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李泉(2003), 单韵鸣(2008)은 대외한어교제의 어법교육을
관찰했는데, 교제들 대부분 문체에 대한 의식 부족하고 어휘 편찬 중 문체에 대
한 표시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현재 출간중인 통용 중국어교재와 전문
한어교재를 비교했을 때, 전문한어교재의 양과 질 모두 통용 중국어교재에 비해
1) 학문 중국어는 학문 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이하: ESP) 이론을 빌려 만든 용어다. ESP
이론은 제2의 언어 교육 분야인 영어에서 학생의 학습 욕구 유형과 학습 내용에 따라 짜여진 체계다.
ESP 체계는 1980년대 대외 중국어 교습 분야에 도입되면서 널리 받아들여졌다. 학문 중국어는 기능
에 따라 '범용 학문용 중국어'와 '특수 학문용 중국어'로 나뉜다. '범용 학문 중국어'는 학과마다 공통
적으로 사용하는 중국어이고, '특수 학문 중국어'는 여러 학과를 일컫는 전문어휘다. 통용 중국어와
학문 중국어의 차이는 학문 중국어 어휘가 더 전문적이어서 사용 범위가 비교적 좁다는 데 있고, 통
용 중국어는 생활에서 비교적 많이 쓰이는 단어여서 사용 범위가 더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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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高增霞, 栗硕(2018)는 현재 대외한어
교육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작문교제의 편찬 및 발전이라고 여겼다.
이상 학자들의 연구 현황을 종합을 통해 필자가 발견한 문제는 대외한어교
육 중 문체 교육이며, 그중 대외한어교육의 문체교육이 주목해야하는 중점은
어디여야 되는지, 단어인지, 구문인지, 아니면 전체 문장인지에 관한 것이다.
汲传波(2016)는 이미 구문면에서의 유학생 학술 작문에 대해 고찰하였으나,
학문 중국어 어휘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기에 본문에서는 학문 중국어
어휘에 초점을 맞춘다.
본문은 자체 제작한 학문 중국어 교재 코퍼스를 바탕으로 학문 중국어 부
사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어 교재에 있는 학문 중국어 부사의 출현 현황
을 살펴봤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유학생들이 학문 중국어 부사의 인지
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아봤다. 학문 중국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사들
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관찰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국어 교재의 고찰 중, 교재 내 단어장은 여전히 통용 중국어 혹은 HSK
의 어휘 위주로 되어 있으며, 학문 중국어의 상용부사 출현빈도가 비교적 낮
으며, 본문에서 학문 중국어 부사가 출현하는 횟수도 대부분 동의(同义)통용
중국어 부사보다 낮다는 것을 발견했다. 설문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학문
중국어 공부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에서 학위 공부 및 졸
업논문을 써야 하는 유학생들이었다. 하지만 현재 중국 내 학교나 중국기관
의 중국어 교육은 학문 중국어에 대한 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설령 개설
하더라도 작문에 관한 수업뿐, 학문 중국어 어휘에 대한 지식을 얻기는 여전
히 어려웠다. 따라서, 향후 유학생 교육이나 중국기관의 학문 중국어 어휘교
육에 관심을 가져 유학생들이 학문 중국어 어휘에 대한 지식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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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중국어 칭찬 화행 교육 방안 연구
김주빈
북경대학교
초록
칭찬 화행은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호감 표시 등 일상적인 의사 소
통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어 학습자들에게도 상황에 알맞은 적절
한 칭찬 화행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속 칭찬 화행 표현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어 학습자
의 칭찬 화행 학습을 돕기 위한 교육 자료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
적을 둔다.
(본 칭찬 화행 표현 연구는 칭찬 주제, 칭찬 전략 및 칭찬 언어 기능 분석
을 포함하며, 선행 분석에 따르면 칭찬 주제는 주로 수행능력, 성격, 외모 및
소유의 네 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칭찬 화행은 주로 "명시적 칭찬 + 암묵적
칭찬"의 화행 모드를 사용하며, 명시적 칭찬은 몇 가지 문장 패턴으로 고도
로 문형화되어있다.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암시적 칭찬 전략은 해설형, 추
측형, 평가형 및 농담형이다. 본 연구 자료 분석에 따르면 칭찬 화행의 사회
적 기능에는 어떠한 화제를 시작하고 조화로운 인간 관계를 구축하는 것뿐
만 아니라 감상, 유희, 격려 등을 표현하는 것을 포함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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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in ,J.K(1962).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Oxford
University,68-75.
Herbert, Robert K.(1990).“Sex-based differences in compliment behavior.”
Language in Society .19 (2): 201–224.
Holmes, Janet.(1986). “Compliments and compliment responses in New Zealand
English.” Anthropological Linguistics , 28 (4): 48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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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an， Y. (2002). Compliments and compliment responses in Kun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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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빈은 중국 북경대학 대외한어교육학원 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박사,
현재 한중언어와 화용론, 멀티미디어 중국어교육 및 교수방법 등 분야에 관
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중 「基于翻转课堂的汉语视听说课设
计:以韩国大学本科 高年级为例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기반으로 한 영
상중국어수업 교수모형설계」는 세계한어교학회,공자학원 본부와 북경대학이
연합 주최한 제13회 국제중국어교학학술대회에서 혁신논문상을 수상,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世界汉语教学学会秘书处（2019）『第十三届国际汉语教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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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사의 생애사를 통해 본 중등 중국어 교사의 삶과 정체성
오지영
상해외국어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생애사 연구로, 고경력 중등 중국어 교사가 교직 생애 중 겪은
주요 경험과 그를 통한 교사 정체성 형성 과정 및 형성 요인을 탐구하였다.
연구자는 사립 외고, 공립 일반고, 중국 한국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에
서 22년간 교편을 잡은 한 중국어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 총 10개월에
걸쳐 인터뷰, 교실 참관, 연수 기획안 및 리뷰 원고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주요 경험은 ① 체계적인 중국어 예비 교사 교육의
부재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교사로 교직에 입문, ② 담임 교사 역할과 이상
적 교사상을 통해 교직 본연의 가치를 깨달음, ③ 중국어 교사로서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 ④ 추락하는 중국어 교과목의 위상에 적응하기 위해 노
력, 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 경험 등으로 나타났다. 그의 정체성은
정체성 혼돈(중국어 교사가 아닌 학원 강사), 정체성 형성(학생들의 삶에 긍
정적 영향을 주는 교사), 정체성 강화(전문성을 인정받아 쓰임새가 많은 중
국어 교사), 정체성 전환(베테랑이지만 온실 속 화초 같은 존재), 정체성 승
화(미래의 중국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자)로 변화하였는데, 변화 과정은 늘
연구 참여자의 감정 변화를 촉발하는 사건으로 시작했고, 새로운 교육적 신
념과 가치관, 목표가 수립된 뒤에 정체성 변화가 일어났다.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요인으로는 새롭게 주어진 역할(담임 교사, 국가 시험
문제 출제위원, 교사 연수 기획자/발표자), 유의미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어머
니, A외고 김 교장, 학생들, 동료 교사), 삶의 양식을 변화시킨 중대한 사건
(출산 및 육아, 사립 외고에서 공립 고등학교로 이직, 중국 한국학교 파견),
사회·문화적 환경(한중수교, 교육 정책의 변화, 교과목이나 교사에 대한 사회
인식)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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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550 Dalian Road (W), Shanghai, China 200083
이메일 주소: imojy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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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호학과 바디리터러시
박응석
연세대학교
초록
Lakoff&Johnson(1980[2003])의 개념적 은유 이론(Conceptual Metaphor Theory)
은 언어학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남겼다.
그중 다음 두 가지 아이디어가 특히 중요하다. 첫째, 개념적 은유나 환유가
의미확장의 주요 기제이다. 둘째, 추상적 영역은 구체적 영역을 통해 이해가
가능하다. 이를 전제로 우리는 인류 전체가 가진 몸(BODY)이 의사소통의 공
통기반의 역할을 하고, 사회·문화 경험이나 개인의 경험 등이 의미확장과정
중 변이를 생산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40여년 간 수많은 실례수집
과 실험을 통해 입증된 위의 이론적 장점들은 아직 바디랭귀지나 문화콘텐
츠 영역으로 확장되지 못한 상태다. 메라비언 법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표
정과 몸짓은 우리의 의사소통에서 절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영화나
만화 등 문화산업은 미디어의 발전속도만큼 빠르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
며 해당 문화를 이해하는데 기초가 된다. 본 연구는 개념적 은유 이론을 통
해 언어, 바디랭귀지 및 문화콘텐츠를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통합시켜서 ‘몸’
이라는 보편소가 각 영역에서 활용되는 방식에 일관성이 있음을 밝혀서, 커
뮤니케이션 분야에는 언어와 비언어를 전체적으로 조감할 이론을 제공하고,
문화콘텐츠 영역에는 콘텐츠 생산에 사용되는 상상력에 어떤 제약이 존재하
는지 그 일부를 보이고자 한다. 연구범위가 비언어커뮤니케이션과 문화콘텐
츠를 포함하므로 그 방법론을 인지기호학(Cognitive Semiotics)이라 하고, 연구
결과를 통해 학습자에게 몸 콘텐츠를 읽고 분석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바디 리터러시(Body Literacy)라는 용어를 사
용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박여성. (2019). 응용문화기호학 : 몸 매체 그리고 공간. 서울: 북코리아
Adam Kendon. (2004). 김현강·신유리·송재영·김하수 역. (2013). 제스처. 서울:
박이정
Allan Pease·Barbara Pease(2004), 서현정 역. (2005), 상대의 마음을 읽는 비결
보디 랭귀지, 서울: 베텔스만

123

2021 KAFLE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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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차용어휘의 의미와 이해
- 호칭과 명사 어휘를 중심으로 송지현
안양대학교
김시아
이화여자대학교
초록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한·중·일 세 나라는 역사적, 지리적 영향과 문화적
교류를 통해 오랜 시간 언어접촉이 이루어져 왔으며, 많은 어휘를 공유하고
있다. 일부 한자어는 국경을 넘으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경우도 있고, 추상적인 의미나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한자어는 우
리가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그런데 한·중·일이 공유하고 있는 한자어 가운데는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
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
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한자어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의사소통의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한다. 반대로 이 같은
한자어의 유래와 각각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활용한다면 세 나라의 언어 뿐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훌륭한 디딤돌 역할도 할 수 있다.
한국어 어휘 속에는 일본어에서 유래된 어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
본어에서 유래된 우리말의 한자어 가운데 대부분은 한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 언중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도 적지 않다.
‘사진, 과학, 문화, 영화, 회사’ 등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망년회’라는 단어는 방송이나 공인이 사용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 반대
로 일본에서 온 신조어 ‘츤데레’나 ‘오타쿠’, ‘히키코모리’와 같은 단어는 대
체할 단어를 만들어야 하는 신조어지만 뉴스에서도 사용할 만큼 일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사용해도 좋은 일본어인지, 사
용하면 안되는 일본어인지 구별해서 나누는지 알기 힘들다. 우리 언어생활에
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오해와 편견이 생기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중·일 호칭과 명사 어
휘 대조 연구를 중심으로 낱말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초보적인 연구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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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호칭(呼稱)과 명칭(名稱)은 사람을 부르거나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언어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낱말이다. 특히 정확한 호
칭은 서로 교제하고 소통할 때, 대화의 포문을 여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예절
에 속하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낯선 외국어로 언어환경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게 상
대방을 적절히 칭하는 일은 쉽지 않다. 세 나라의 문화적 차이와 언어 습관
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소통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문학작품의
번역이나 영화나 드라마의 영상번역에도 어색한 표현이 나올 수 있다.
호칭은 복잡하고 다양하며, 그 민족의 문화를 반영하는 가장 기초적인 예
의이며, 시대와 언어환경에 따라 의미와 용법이 달라지기도 한다, 일반적으
로 처음 배우는 외국어는 실수할 수도 있다는 포용심으로 호칭을 잘못 사용
해도 서로가 그냥 용인하고 문제삼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호칭의
정확한 의미와 용법을 익히고 발화의 배경이 되는 언어환경까지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더욱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그 나라의 미디어 콘텐츠를 접할 때도 원어민과 같은 어감을
느끼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더불어 자연스럽고 유창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의 드라마와 예능에 등장하는 '阿泽西(또는 阿扎西)'라는 낱말을 접하
면 한류 드라마와 예능 덕분에 우리말이 중국에 진출해서 유행어가 되었다
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大叔', ‘叔叔'와 같은 중국어 단어가 있는데도 굳이 阿
泽西나 欧吉桑(おじさん)과 같은 한국어나 일본어를 중국어로 표기해서 사용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분명 그 안에는 사회적, 문화적으
로 다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구촌 시대라는 말처럼 이제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교통과 통신 수단, 인터넷의 발달로 국경의 개념이 모호해졌고, 이제는 과거
와 다른 시각으로 언어의 변화 양상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외국어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가?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
해서는 우리말 어휘와 차용어휘를 구별하고 정확한 차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본 연구는 한·중·일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속의 호칭과 차용어 번역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동시에 차용어의 전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낱말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차용어휘의 정체성을 찾고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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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초록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별화된 학습은 지향점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이는 향후 교육의 형태가 미래지향적으로 변모해야 함을 의미하는데, 최근
부상하는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의 활용은 이러한 시점에서 MZ세대의
학습 흥미를 고취하는 맞춤형 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사용자가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그 안에서 실제와 같은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본고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 제페토(ZEPETTO)를 중심으
로 중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를 탐구하고 방향성을 제언하였으며,
이론적 근거로 구성주의를 제시하였다.
본고는 제페토를 활용한 중국어 수업을 구성주의적 교육관에 기반하여 설
계하고, 경기도 수원시 소재의 S 중학교 3 학년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
정하여 총 15 개의 설문 문항으로 학습자의 기대반응을 분석하였다. 결과적
으로 제페토 기반의 중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문화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의 기대감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특히 뮤직비디오 및 제페토툰 제
작과 같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학습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단순한 제페토 게임 및 응답 활동의 경우 학습자의 기대 수준이
비교적 낮았으나, 학습자가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형태와 수준을 보완
하면 충분히 개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습자의 정의적 반응을 분석
했을 때 제페토는 구성주의에서 지향하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학습 동기를 향상할 수 있고,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어 미래
지향적 교수 매체로서 기능할 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어 교육이 미래지향적 교육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정보 윤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교수자는 무엇을
교육 콘텐츠화할 것인지 문제의식을 지니고 학습자가 제페토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적정선을 제공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균
형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메타버스 플랫폼이 언어 교육의 최종 목표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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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가 향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연구에 있어 부족하나마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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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기초학습자 대상 온라인 교수 방법 사례 발표
정상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코로나19 이후 많은 기관과 단체가 실시했던 여러 설문 조사를 통해서 온
라인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집중력과 상호
작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어린이와 성인 기초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진행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 사례 공유를 통해 학습성취도와 수업만족도를 높이고 교수실재
감을 증강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중국어 교수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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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국어 교육의 방법과 내용
변지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초록
고등교육에서 대체재로 간주 되던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중국어
교육 역시 질적 제고라는 과제에 전면적으로 직면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최근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일반대학에서 운영하는 원격수업의 질적 수준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등교육 차원에서의 국내 중국어 교육은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학습자는
수적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기타 주요 외국어와 비교할 때 중국어
교육학과가 거의 없이 인문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중국어 교육학계는 인문학적
커리큘럼에 교육학적 방법론을 탑재하는 데에 가장 큰 노력을 쏟아부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중국어 교육의 수요가 비교적 최근 본격화된
관계로, 외국어 교과 중에서도 초기부터 대면 활동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점도 특성 중의 하나이다.
국내의 중국어 교육이 어떤 길을 걸어왔건, 코로나 19 로 인하여 중국어
교육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급속 성장 및 중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급변으로 인한 영향이 중국어 교육계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온라인과 관련된 기술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 변화와 관련된 협력 방안과 관련된 요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에 외국어 교육으로서의 중국어 교육이 보여 온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중국어 교육의 방법과 내용 방면에서의 현황과 역사, 혁신,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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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하에 중국의 방언섬인 Ganzhou 음운 연구로 2004년 박사 학위를 취득
하였으며, 이를 한국어로 쉽게 풀어쓴 “만다린, 어디서 왔는가”로 학술원상
을 받았다.
한국과 중국의 근대 이전 물질 문명 교류를 언어학적으로 탐색하는 프로젝
트(한국연구재단) 책임자로 동료들과 진행 중에 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
서 외국어 교육 포스트-바카로리이트 과정 경험 후, 중국어 교육 자체에 깊
은 관심을 두고 있다. 교육은 시대 흐름을 읽어, 큰 그릇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학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및 대학 변혁에
도 관심을 두고 있다. Unesco의 Unitwin 프로그램 한국-몽골 프로젝트 책임
자로, 개도국 고등교육의 이러닝 교육 개선을 위하여 수년째 봉사 중이다.
발표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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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러닝 기반 이러닝 중국어교육에 대한 대학생 인식 분석
임연정
단국대학교
초록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대학 교육은 이러닝 체제로 급속도로 전환되었
다. 신속한 교육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교수법 및 학습법의 도입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고, 그 중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가장 주목받는 이론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플립러닝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온라인 선행학습과
동료학생 혹은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실습의 조화를 강조하여,
무엇보다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학습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플립러닝은 대학교육의 주류로 자리매
김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플립러닝을 기반으로 실시된 이러닝 중국어교육에 대한 대학
생의 실제 인식을 분석해 보았다. 지난 2021년 1학기에 플립러닝 기반의 중
국어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플립러닝이
보다 효과적인 교과목 및 교육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학습자의 만족도 및 비
교 분석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분석 결과 교과목 유형에
따라 수업성과 요인에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수업
성과는 수업운영과 연관성이 높았는데, 그 중 특히 어떤 요인이 주요하게 작
용하는지 함께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학습자의 일반적 특성 중 만족도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지 또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플립러닝 기반의 중국어교육에서 주목해야 되는 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
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명희. (2021). 대학생의 플립러닝 수업 만족도 및 학습효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8), 211-223.
이민경, 성민경, 정주영, 김순미, 김재현. (2016). 플립러닝 이해와 실제. 파주:
교육과학사.
임연정. (2021). 온라인 수업 유형에 대한 대학교 중국어 학습자의 인식 조사
연구-전공계열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126, 24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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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언어학연구, 34, 325-347.
차승봉, 박혜진. (2020). 대학에서 플립러닝에 대한 학습자 인식 사례 연구.
문화와 융합, 42(4), 289-312.
최정빈. (2018). 플립드 러닝: 교수설계와 수업전략. 서울: 성안당.
한국 U 러닝연합회. (2014). 플립러닝 성공전략(Flipped Learning): 거꾸로교실

활성화 방안. 서울: 콘텐츠미디어.
황경수, 권순철, 고봉조. (2015). 대학생들의 핵심역량 인식 분석-J 대학교 학
생들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연구, 9(3), 131-162.
황요한, 김창수. (2021). 코로나 19 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 인식 조사-대
학생의 만족도와 불안도를 중심으로. 언어학, 29(1), 71-91.
저자소개
임연정은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에 재직 중이며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 및 교육방안
설계, 중국어 문법 교육 및 습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메일 주소: yjlim@dankook.ac.kr
발표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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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발표

Session 5

아랍어

좌장

최진영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윤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아랍어 교육
13:00~13:25
발표

이계연(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 학습자의 수용적 및 생산적 어휘 지식 크기와 어휘학습전략의 관계 연구
13:25~13:50
발표

문지영(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조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인 아랍어 학습자를 위한 알무슈타라크 알라프지 어휘 교육 방안 연구
: 코란 어휘를 중심으로
13:50~14:15
발표

안현주(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곽순례
(한국외국어대학교)

블렌디드러닝을 활용한 고등학교 아랍어교과 수업모형 설계 연구
14:15-14:40
발표

김금년(광덕고등학교)

토론

양희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아랍어 교육
이계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코로나 이전에는 오프라인 수업으로 대학의 강의가 이루어졌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간혹 특정기간에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거의
온라인(원격)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직접 대면을 하지 못하는
온라인상에서도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며 역동적으로 생동감 넘치는 학습자
중심(learner-centered)의 수업이 필요하다. 이에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
에서 모두 활용될 수 있고, 특히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과 교수자가 직접
대면하는 듯한 느낌과 효과를 낼 수 있는 공유 디지털 도구의 활용에 주목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에서 교수자와 학생이 양방향으로 서로
학습적 교감이 가능하고 활동적 수업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패들렛, 카
훗)를 활용하는 아랍어 교수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패들렛, 카훗과 같은 디지털 도구는 다양한 수업자료(웹상의 미디어 자료),
수업 결과물, 피드백, 퀴즈활동, 학생발표 등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기능을 한
다. 따라서 수업 결과물을 교수자와 학습자가 동시에 올리고, 동시에 볼 수
있는 ‘공유’와 ‘상호작용적 학습의 소통’이 가능하다. SNS에 익숙한 학생들에
게 친근하면서도 새로운 방식이어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교수자와 학생 모두에게 교수·학습의 흥미와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미
디어 자료가 포함된 학생발표와 교수자의 제시 및 수업시간과 수업시간외의
피드백(교수자의 댓글달기)과 교수자의 평가(좋아요, 혹은 별표로 된 평가)가
가능하고 학습자가 동료 학습자와 함께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다양하
게 디자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전수인. (2020). 온라인 대학 연어 수업에서의 Padlet 학습 활용 방안 및 학습
태도 고찰,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3(3), 378-391.
신승희, 김태은. (2020). 카훗(Kahtoot!)앱을 활용한 초등영어 이야기기반 읽기,
쓰기 수업: 문항 제확 활동 및 오류 수정 양상을 중심으로,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3(3), 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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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ligeris, C., Seralidou, E., & Gkotsiopoulos, P., (2018), Let's learn with
Kahoot!. 2018 IEEE Global Engineering Education Conference
(EDUCON), 677-685.
Chaiyo, Y., & Nokham, R.. (2017). The effect of Kahoot Quizizz and Google
forms on the student's perception in the classrooms response system.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Arts Media and
Technology, 178-182.
Harasim, L. (1993). Collaborating in cyberspace: Using computer conferences as
a group learning environment. Interactive Learning Environments, 3(20),
119-130.
Suler, J. (2004). In-class and online: Using discussion boards in teaching.
Cyberpsychology & Behaviro, 7(4), 397-403.
Wood, M. (2016). Padlet: A graffiti wall for today's agriculture teacher. The
Agricultural Education Magazine, 88(6), 20-22.
저자소개
이계연은 명지대학교 아랍어과에서 공부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아과에
서 아랍어 통번역을 전공하였다.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랍어
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를 가르쳤다. 현재는 아랍어 국제회의통역사로 활동 중이며 한국외국
어대학교에서 아랍어와 아랍어통번역을 가르치고 있다. ‘포스트에디팅 기법
을 도입한 아랍어 번역교육(2021)’, ‘하디스 아랍어의 통합성 지수 연구
(2019)’ 및 ‘한국어-아랍어 통번역학 연구 동향(2018)’ 등 다수의 논문과
『기초아랍어문법』(2019)(공저)’, 『세계의 이슬람』(2018)(공저) 등의 저서
가 있다.
이메일 주소: lailla0202@hanmail.net
발표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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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어 학습자의 수용적 및 생산적 어휘 지식 크기와
어휘학습전략의 관계 연구
문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아랍어 학습자의 수용적 및 생산적 어휘 지식 크기
비교와 두 가지 어휘 지식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각 어휘 지식과
어휘학습전략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데 있다. 또한 수용적 및
생산적 어휘 지식 크기가 따른 어휘학습전략 사용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수용적 어휘 지식과 생산적 어휘 지식의 차이가 적은 집단에서
어떠한 어휘학습전략이 더 많이 사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읽기와 듣기 능력과 관련 있는 수용적 어휘 지식과 쓰기와
말하기와 관련 있는 생산적 어휘 지식으로 나누어 각각의 어휘 지식크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특정한 어휘학습전략이 있는지 살펴보고자한다.
참고문헌
김영은. (2008). 수용적 어휘 지식과 산출적 어휘 지식, 어휘 학습 전략의 관
계. 영어어문교육 , 14 (3), 283-306.
박윤화. (2012). 대학영어 학습자의 산출적 어휘크기와 수용적 어휘크기의 비
교. 공사논문지. 63 (2), 191-212.
Baharudin, H., Ismail, Z., Asmawi, A., & Baharuddin, N. (2014). TAV of
Arabic language measurement.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5(17), 2401-2409.
Baharudin, H., & Ismail, Z. (2014).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and Arabic
Vocabulary Size among Pre-University Students in Malaysia. International
Education Studies, 7(13), 219-226.
Fan, M. (2000). How big is the gap how to narrow it? An investigation into the
active passive vocabulary knowledge of L2 learners. RELC Journal, 31(2),
105-119.
Laufer, B. (1998). The development of passive and active vocabulary in a
second language: Same or different. Applied linguistics, 19(2), 25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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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fer, B., & Paribakht, T. S. (1998). Relationship between passive and active
vocabularies: Effects of language learning context. Language Learning, 48,
356-391.
Nation, I. S. P. (1990). Teaching and learning vocabulary. New York: Newbury
House.
Nation, I. S. P.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UK: Cambridge Applied Linguistics.
O’Mally, J. M., & Chamot, A. U. (1990). Learning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midt, R. (1995). Consciousness and foreign language: A tutorial on the role
of attention and awareness in learning. In R. Schmidt (Eds.), Attention and
awareness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pp. 1-60).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Schmitt, N. (1997). Vocabulary learning strategies. In N. Schmitt & M.
McCarthy(Ed.), Vocabulary: Description, acquisition, and pedagogy (pp.
199-227).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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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랍어 학습자를 위한 알무슈타라크 알라프지 어휘
교육 방안 연구: 코란 어휘를 중심으로
안현주
육군사관학교
초록
알무슈타라크 알라프지는 아랍어 특유의 어휘의미론적 개념으로서 아랍어
언어생활과 문학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랍어 학습자들은 이 개념
을 숙지함으로써 문장 해석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코란 어휘를 바탕으로
이를 교육하여 학습자들이 아랍어와 아랍 문학을 잘 이해하고 숙달할 수 있
는 토대를 다지는 한편 코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이성범. (1999). 언어와 의미: 현대 의미 이론의 이해. 서울: 태학사.
이정민, 배영남, 김용석. (2000). 언어학 사전. 서울: 박영사
최영길. (이슬람력 1417). 성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메디나: 파하드 국왕
꾸란 출판청
안동훈, 박병현, 성하창. (1988). 코란: 한글 번역본. 서울: 이슬람 출판국
Cristal, David. (2008). A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netics. Malden:
Blackwell Publishing
Ullmann, Stephen. (1978).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서울: 탑출판
Lyons, John. (1981). Language, Meaning and context. Fontana: Paperb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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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디드러닝을 활용한 고등학교 아랍어교과 수업모형 설계 연구
김금년
광주광덕고등학교
초록
블렌디드 러닝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짧은 기간동안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놓아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집입과 뉴 노멀 시대
에 맞물러 일반적인 교육방식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온. 오프라인이 결
합한 혼합형 수업 방식인 블렌디드러닝(Blended learning)을 활용한 고등학교
아랍어 교과 수업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블렌디드러닝에서 교사의 통제에
따라 면대면 수업과 원격수업을 정해진 시간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인 순환
모델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학
습에 대한 목적을 가져 학습 경험을 쌓아 지식을 재생산해 학업 성취도 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수업모형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단계는 수업 2~3일 전 학생 스스로 수업 내용을 인지하고 학습 할 수 있
도록 교사가 직접 제작한 교육물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제공한다.
학생은 제시하는 영상물을 시청하고 간단한 문제 풀기를 하며 학습 동기부
여와 목표 설정한다.
2단계는 수업 도입시 제공한 URL를 함께 시청하며 내용물을 간단히 설명
하며 본 수업을 진행한다.
3단계는 학생 간의 상호작용중심 프로젝트학습 및 토론, 토의 활동을 진행
한다.
4단계는 결과물 공유, 상호평가 및 다음 차시 안내로 진행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목표인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
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기르
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기존 문법 교육의 탈피와 함께 일상생활 회화능
력, 아랍어권 문화이해능력을 높이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아랍어교과에서 블렌디드러닝의 다양
한 방법의 수업이 모색되고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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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1

좌장

김경석
(충북대학교)

토론

강구형
(교원대부고)

토론

이송
(부산대학교)

토론

이현주
(인천대학교)

토론

김서영
(스트라스부르대학교)

고등학교 프랑스어 수업에서의 진로 적성 탐색
14:50~15:15
발표

정선희(민족사관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 프랑스어 온라인 수업에서의 교수·학습·평가
15:15~15:40
발표

김미연(서울사대부고)

캐나다에서 개발된 신경언어학적 접근법(ANL)의 소개
15:40~16:05
발표

최이정(이화여자대학교)

프랑스어 지시사 CE:영어, 한국어와 비교연구
16:05-16:30
발표

염혜민(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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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프랑스어 수업에서의 진로 적성 탐색
정선희
민족사관고등학교
초록
고등학교 과정은 학생들 자신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더 나아가 어떤 분야
를 진로로 택하고 싶은지 탐색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것이 한 번에 찾아지
기는 어렵고 다각도의 탐색을 시도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 특기
분야를 찾게 된다. 본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고등학생들의 ‘진로 적성 탐색’
을 실현하는 프랑스어 수업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수업을 통해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육과정의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과 상호문
화적 소양 배양(프랑스어권 문화의 이해를 통해 우리 문화의 가치 재발견과
타문화 존중과 포용)도 함께 실현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교육부.

(2015).

교육부

고시

제 2015-74 호[별책 16](2015),

교육과정, pp.158-159, pp.171-172
저자소개
정선희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사(외국어과, 프랑스어)
이메일 주소: flo0208@naver.com
발표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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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외국어과

일반계고등학교 프랑스어 온라인 수업에서의 교수·학습·평가
김미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초록
학교 수업은 2020년부터 2년째 온라인 수업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업에
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참여
형 수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원격수업일수의 확대로 기존에 교실에서 이루어
지던 협력·협동학습, 조별활동, 프로젝트 학습, 토의·토론 학습 등에서 온라
인 방식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1. 온라인 교수·학습의 형태
1) 클래스룸 방식(수업 콘텐츠 탑재 및 개별 과제 수행 및 피드백)
구글 클래스룸, 패들릿, 밴드, EBS 강의
2) 실시간 쌍방향 수업 방식(화상 비대면 강의) 줌, 구글 미트
2. 온라인 교수·학습에서의 평가
온라인 평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출석 평가가 이루어지나 시간상의 제약
으로 과정중심 수행평가의 비중이 줄어들고 지필고사에 중점을 두게 됨.
3. 온라인 수업의 장점
스마트기기와 애플리케이션의 활용, 학생 스스로 출석체크를 함으로써 수
동적 학습자 감소, 과제 수행으로 학습자 개별 피드백 가능, 탑재된 콘텐츠
의 다시 보기 가능.
4.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
기기나 애플리케이션의 원활한 기능과 활용, 콘텐츠 탑재의 경우 수업 중
학생활동 확인불가능, 학습동기 저하, 기존의 협력·협동 수업, 조별활동 등
학생 직접 참여방식 수업의 제한, 지역별 학력격차 발생, 기존 인터넷 강의
와 차별성이 없음.
5. 개선방안
1) 학습동기 부여가 가능한 교수·학습 방안 강구
2) 다양한 수업 컨텐츠의 개발 및 수업 자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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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기기 활용 측면의 기술적 지원 및 교사의 수업지원 사이트 개선
4)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실환경 개선
저자소개
외국어 교육학 박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프랑스 한걸음 가까이』, 『교수법 연구자를 위한 프랑스어 교육입문』
이메일 주소: nuance9@snu.hs.kr
발표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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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개발된 신경언어학적 접근법(ANL)의 소개
최이정
이화여자대학교
초록
캐나다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는 영어권 학습자를 위해 개발된 이 언어 교수
법은 오늘날 일본, 중국, 타이완, 홍콩, 이란,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Paradis의 신경언어학 이론에 기반한 이 접근법은 절차적 기
억, 서술적 기억의 구분을 토대로 학습자의 구어 발달을 중시하며, 문장 단
위의 연습, 학습자 중심의 수업 운영, 상호 배움의 장으로서의 수업 환경 조
성을 강조한다. 한편, 이 접근법은 학습자 간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
도 가짐이 밝혀졌다.
참고문헌
Chang, C.-H. (2017). L’approche neurolinguistique (ANL) à Taïwan. Revue
japonaise de didactique du français, 12, 29-45.
Chang, C.-H. (2016). Pourquoi enseigner le français avec l’approche
neurolinguistique (ANL)? Revue japonaise de didactique du français, II
(1-2), 189-203.
Germain, C. (2017). L’approche neurolinguistique (ANL). Longueuil : Myosotis
Presse.
Jourdan-Otsuka, R. (2020). L’ANL en contexte extensif : adaptation et
conception de matériel. Les cahiers de l’AREFLE, 1(1), 51-76.
저자소개
최이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강사로, 다중언어주의와 학습자중
심교육을 적용한 언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메일 주소: bougie88@naver.com
발표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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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지시사 CE:영어, 한국어와 비교연구
염혜민
서울대학교
초록
지시사는 전통적으로 ‘원근’의 관점에서 분석되었지만, 거리의 차이가 확인
된다는 점만 가지고 지시사를 설명하는 기준이 ‘원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본 연구의 목표는 Gundel 외 2인(1993)의 ‘주어짐성 위계’에 따라 영
어, 한국어 지시사와의 쓰임을 비교하여, ‘원근’이 프랑스어 지시사를 설명하
는 핵심 기준이 아님을 규명하고, 범언어적으로 적용 가능한 또 다른 기준을
찾아보는데 있다.
참고문헌
Gundel, J. K., Hedberg, N., & Zacharski, R. (1993). Cognitive status and the
form of referring expressions in discourse. Language 69(2), 274-307.
저자소개
염혜민,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이메일 주소: lilyyoum@snu.ac.kr
발표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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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7:05

좌장

김경석
(충북대학교)

Covid-19 상황에서 프랑스어 교수자를 위한 온라인 연수에서의 원격협업 연구: FEI와 CNED의
<Campus numérique 2020>을 중심으로
발표

장니나(부산외국어대학교)

토론

최내경
(서경대학교)

토론

윤현
(한남대학교)

토론

신선옥
(강원대학교)

‘비대면 수업’의 개념적 정의에 관한 고찰
17:05~17:30
발표

김희경(경북대학교)

비대면 수업의 한 예: 대학 교양 프랑스어 수업
17:30-17:55
발표

허지영(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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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프랑스어 교수자를 위한 온라인 연수에서의
원격협업 연구:
FEI와 CNED의 <Campus numérique 2020>을 중심으로 1)

Covid-19

장니나
부산외국어대학교
초록
본 발표의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격 시행된 ‘온라인 교육/학습’의 실
험들을 통해 에듀테크(Edutech)의 역할과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언택트
사회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맥락에서 본 발표의 목적은 우선, 프랑스어권의 온라인
원격연수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최근 연수문화의 동향을 살펴볼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가 전 세계 프랑스어 교수자 및 프랑스어 교육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기획한 온라인 원격연수 프로그램인 <Campus numérique 2020>2) 의
프로그램을 소개할 것이다. 둘째, 코로나19가 촉발한 변화로서 온라인 사회
의 한 유형으로서 원격연수에 대한 역할과 효과를 논의해볼 것이다. 예컨대,
전체 연수 참가자는 162개국의 24,664명으로 연수기간 동안 포럼을 통해
교류가 이루어졌다.
결국, 본 발표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 온 온라인 연수문화의 변화에 대
한 원인과 결과 그리고 시사점을 토대로 온라인 협업을 통한 프랑스어권의 국
제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발전시켜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1)

본 발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NRF-2020S1A5B5A16084267)
2) France Éducation International( , CIEP)
CNED
8
21
.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구
와
에서 공동으로 기획함. 2020.7.6.~2020.7.31.
연수 프로그램은 총 개의 코스아래 개의 모듈로 진행되었으며 CIEP+와 PROFLE+ 플랫폼을 기
반으로 이루어 짐
8 개 [과정]
Développer ou actualiser ses compétences pédagogiques en FLE/FLS
Animer un cours de FLE/FLS
Évaluer les apprentissage en FLE/FLS
Exploiter des documents authentiques en classe
Découvrir le réseau des associations de professeurs de français
Valoriser un dispositif d’enseignement bilingue
Développer ou actualiser des compétences pédagogiques transversales
Développer ou actualiser des compétences pédagogiques en contexte bili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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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수업’의 개념적 정의에 관한 고찰
김희경
경북대학교
초록
최근 교수-학습은 교실을 벗어나고 있다. 교실 밖일지라도 온라인 사용이
가능한 곳에선 수업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팬데믹이란 특수 상황은 교실 밖
수업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교실 밖 수업
을 ‘비대면 수업’, 교실 안 수업을 ‘대면 수업’이라 부르고 있다. 필자는 ‘비
대면 수업’이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좀 더 명확
한 명칭을 제안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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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 hkim2016@knu.ac.kr
발표언어: 한국어

156

비대면 수업의 한 예: 대학 교양 프랑스어 수업
허지영
서울대학교
초록
각 강의마다 각기 다른 환경과 조건에 따른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부족하나마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교양으로서의 프랑스어 수업의 한 사례를 발표하고자 한다. 해당 수
업은 서울대학교 2021년도 1학기 교양강좌 중 하나인 <초급 프랑스어 2>
강의이며, 실시간 온라인 zoom 수업으로 주 2회 이루어졌다.
수업의 특성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할 때 어려움이 더 많은 강의도 있지
만, 해당 강의는 실시간 비대면 강의에서 장점이 더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
다. 특히 강의자와 학습자들이 직접 말하는 것이 중요한 외국어 교양 강의
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강의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강의 시 내용 전달이나 강
의자와 학습자의 발음을 분명하게 알아듣는 게 더 힘들다는 점에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마스크 없이 대화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수업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하고 질문이 많았는
데, 정원에 비해 수강생이 적었던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화이트보드 등 온라인 도구 활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수업
분위기 외에도 ETL (온라인 과제 제출 및 질의응답 등이 가능한 서울대 온
라인 플랫폼) 활용도 증가 및 과제 피드백 등이 학생들이 강의 시간 외 온라
인으로 질문하는 데 대한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일부 기여하지 않았
을까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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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발표

Session 6

한국어1

좌장

진정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이미향
(영남대학교)

한·중 맞장구 표현의 사용 양상 대조
13:00~13:25
발표

윤은경(대구사이버대학교)
정염(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 온라인 외국어 교육 발전 현황 및 방향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13:25~13:50
발표

자오원카이(중국 사천외국어대학교)

토론

곽선우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

김빛솔
(서울대학교)

토론

어예카테리나
(모스크바국립사범대학교)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보조동사 구문 습득 및 사용 양상 연구
(‘-어 버리다’와 ‘-고 말다’를 중심으로)
13:50~14:15
발표

강바트 에르덴치멕(올란바토르대학교)

러시아 중등 한국어교육과정 체계 분석
14:15-14:40
발표

골로바노브 키릴(서울대학교)
김호정(서울대학교)

한·중 맞장구 표현의 사용 양상 대조
윤은경
대구사이버대학교
정염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본고는 사회적 지위 관계나 친소 관계에 따른 한국인과 중국인 화자들의
맞장구 실태를 조사한 연구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
들의 언어적·비언어적 맞장구 사용 양상을 파악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찾는
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어(GK) 및 중국어 모어 화자(GC)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KC)로 구성된 세 집단의 피험자 각 5명씩 총 15명이
모집되었다. 각 집단 내에서 대화 주도자인 1명의 피험자는 교사/교수 1명과
논문 지도나 진로 지도에 대해 상담을 하고, 친구 1명과는 여행 계획이나 경
험에 대해 이야기를 10분간 비대면 방식(zoom)으로 나누는 형태로 진행되었
다. 대화 주도자 15명을 중심으로 3인 1조의 소집단을 만들어 총 45명이 본
실험에 참여하였다. 맞장구의 연구 범위를 말차례를 차지하지 않는 짧은 형
식의 표현으로 화자 발화의 반복, 환언, 완성, 유도 표현을 통해 대화를 촉진
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결과 GK 및 GC는 친구보다 교사/교수와
대화할 때 맞장구를 더 많이 치는 반면 KC는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GK는
맞장구를 치는 데 언어적인 표현보다는 비언어적 또는 복합적(언어+비언어)
표현을 쓰는 비율이 거의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GC는 언어적인 표현
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언어적인 맞장구 표현 중 교사/교수와의
대화에서 GK는 고개를 끄덕이는 횟수 (1번 ~ 연속 5번)가 230회로 GC가
보인 47회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KC는 GC보다는 많은 78회를 보였다. 특
히 GK는 상황에 따른 맞장구 수행 위치 빈도가 교사/교수일 때 문미보다는
문중에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약 70% vs. 30%). 그 원인으로는 한국인
화자들이 발화 중에 음절을 연장하거나 상승 억양으로 맞장구 표현이 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모
어 화자들은 친구보다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고
개를 끄덕이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언어적인 표현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한
다는 점에서 중국어 모어 화자와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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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외국어 교육 발전 현황 및 방향
-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자오원카이
중국 사천외국어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중국 내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중국 온라인 외국어 교육의 발
전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최근 뉴
노멀(New Normal) 시대의 대학교 교육 현장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
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온라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전문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일반 대학교와 동일한 학위과
정을 제공하는 사이버대학교도 등장하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우
도, 중국 교육부가 주도하여 온라인 교육 사업을 촉진하는 중에 있으며, 온
라인 교육의 플랫폼 및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외국어 교육의 경우, 다양한 유형과 방법론으로 온라인 교육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온라인 교육은 크게 4가지 수업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첫째, 온라인 공개강좌 무크(MOOC, Massive Online Open Course), 둘째,
특정 대상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공개강좌 스폭(SPOC, Small Private Online
Course), 셋째,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微课)가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학습자
중심형 강좌(翻转课堂)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
가지 온라인 교육의 형식, 내용, 특징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로 제작한 콘텐
츠의 구성 내용과 설계 방법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중국에서 한국어 온라
인 콘텐츠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어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의 방향을 건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온라인 외국어 교육 콘텐츠의 플랫폼, 수업 유형을 구체
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의 온라인 외국어 교육 중에서 비교적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해외
의 한국어 온라인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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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보조동사 구문 습득 및 사용 양상 연구
(‘-어 버리다’와 ‘-고 말다’를 중심으로)
강바트 에르덴치멕
올란바토르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의 보조동사구문 ‘-어 버리다’와 ‘-고 말다’를 대상으로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습득 및 사용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는 몽골 내 대학교 한국언어문화과 4학년 재학 중인 학생 총 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몽골인 학습자들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기 위
해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조사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해 보았다. 대조 집
단은 한국어 모어 화자 1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몽골과 한국 모든 참여자는
20대였다.
조사는 ‘-어 버리다’, ‘-고 말다’에 대한 몽골 학습자들의 습득 양상을 파
악하기 위해서 담화 완성 테스트 문형 10개와 문법성 판단 테스트 35개 합
쳐 총 45개의 문형, 또한 학습자들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번역 테스
트 6개의 문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어 버리다’, ‘-고 말다’에 대한 학습
자들의 인식 양상을 알아보기 위한 인식 조사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한국어 보조동사구문 ‘-어 버리다’와 ‘-고 말다’의 습득
양상에 대한 조사에서 몽골인 학습자들이 보조동사구문의 양태적 의미 습득
조사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고 말다’의 양태적 의미를 파악하
는 데에 34.22%로 나타나 평균 정답률이 41.95%로 나왔다. 이것은 대조 집
단인 한국어 모어 화자의 평균 정답률 90.76%에 비해 큰 차이가 나는 것으
로 보인다. 둘째, ‘-어 버리다’와 ‘-고 말다’의 통사 제약 습득
조사에서
몽골인 학습자들은 평균 정답률이 61.68%로 나와 대조 집단 평균 정답률
84.22%에 비하면 낮게 나왔다. 특히 그 중 ‘-고 말다’ 구문의 부정형 습득
에서 33.3%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셋째, ‘-어 버리다’, ‘-고 말다’의
사용 양상을 보면 회피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사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
한 번역 테스트 조사에서 몽골인 학습자들이 ‘-어 버리다’ 구문을 7.4%, ‘고 말다’ 구문을 3.4%만 사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보조동사구문 대신 본동
사 뒤에 바로 연결어미(끝내 버려서-끝내서 등)나 종결어미(헤어지고 말았다
-헤어졌다)를 붙어서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어 버리다’, ‘-고 말다’에
대한 학습자 인식 조사에서도 학습자들은 보조동사구문을 사용하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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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하거나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바로 단순하고, 쉬운 문법
사용하기를 선호한다고 대답하였다.
위의
구문의
정확히
별하지

결과를 정리해 보면 몽골인 학습자들이 ‘-어 버리다’와 ‘-고 말다’ 두
양태적 의미 및 통사적 제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의미와 용법을
습득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조동사구문 간의 차이점을 구
못해 혼동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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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등 한국어교육과정 체계 분석
골로바노브 키릴
서울대학교
김호정
서울대학교
초록
러시아 중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
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는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러시아 중등학교 한국어 교육의 근간이 되는 한국어교육과정의 설계 방
향, 내용 체계 및 요소 등을 분석하고 그 후속 과제를 제언해 보고자 하였
다. 이때 한국어교육과정 설계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 외국
어교육의 정책 방향과 외국어교육과정 개발 절차 및 프레임워크를 우선적으
로 고찰하였다. 연구 목적을 위해 러시아 언어 정책 관련 자료, 외국어교육
과정 및 한국어교육과정, 연방국가교육기준 등의 문서와 관련 조사 보고서,
논문 등에 대한 문헌 조사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러시아는 정부 차원에서 다원화 정책(Языковой плюрализм)을 활발히
펼치면서 영어, 유럽 언어 중심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외국어를 포용하
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중국, 핀란드, 폴란드 등의 인
접 국가 언어가 외국어 과목으로 포함되어 교수학습되고 있고, 중국어가 대
학입학시험(ЕГЭ)에 포함되는 등의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견지
하고 있는 이러한 다원화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 준
거가 되는 최상급 외국어 교육과정(Примерная учебная программа, 예시적 교
육과정)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예시적 교육과정은 교과에 대한 구
체적인 교육 내용, 목표, 성취 결과 등을 규정하는 국가 문서이며, 교과서 개
발과 담당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Рабочая программа)을 개발하는 데 사용
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예시적 교육과정의 개발은 연방국가
교육기준 (Федер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стандарт) 등의 규
정에 따라 러시아 정부에서 엄격한 규정을 받고 있다.
러시아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도 좀 더 체계적으로 교수학습해야 할 필
요성이 제기되면서 그 기초 작업으로 예시적 교육과정이 개발되기 시작하였
는데 2020년에 완성되어 국가 심사를 통과하였다. 예시적 한국어교육과정은
외국어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의 능력 발전을 목표로 하며, 중학교 단계에서는
A1+ 수준을 한국어 학습목표의 도달지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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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학습자가 6개의 인접 쌍으로 이루어진 대화에 참여하며 10~12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발표를 하고 약 1350개 이해어휘와 1250개 표현어휘를 교
수학습해야 하는 등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아의 실현과
국민의식의 형성, 타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의 형성 또한 교육의 중요한 목표
로 설정하고 있다. 중학교 단계에서 한국어는 총350시수(주당 2시수)의 교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일상생활, 사회와 문화 등의 다양한
수업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한국어교육과정 개발은 러시아에서 국가 차원의 외국어 교육의 일
환으로서 한국어 교육이 시행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고 이를 본격화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를 통해 러시
아에서 제2외국어 교육이 시작되는 중학교 단계에서 한국어를 보다 체계적
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
교수학습의 연계성 차원에서 향후에는 고등학교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
어교육과정 개발도 본격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육과정 개발이 적
용-평가를 통한 환류 과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그 과정과 이에 따른 타당화
과정도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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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반복형 연결어미 구성의 의미에 대하여
-선·후행 반복항의 의미적 중요도를 중심으로강성가
서울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 반복형 연결어미 구성의 의미적 특성을 밝히고, 한국어
반복형 연결어미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반복형 연결어미 구성은 단일형 연결어미 구성보다 반복항이 두 개
있으므로 담화 맥락에 따라 선·후행 반복항의 의미적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한국어
학습자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구에서는 한국어 반복형 연결어미에 대한 논의는 소홀히 다루어 왔고
반복형 연결어미 구성의 의미적 특성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한국어 반복형 연결어미 구성의 선·후행 반복항의
의미적 중요도를 담화에서 분석하여 유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
반복항의 의미적 중요도가 후행 반복항보다 높은 경우, 선·후행 반복항의
의미적 중요도가 동등한 경우, 그리고 선행 반복항보다 후행 반복항의
의미적 중요도가 높은 경우를 분류하여 각각의 경우에 어떠한 반복형
연결어미가 쓰일 수 있는지를 분석하여 목록화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형 연결어미 교육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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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번역 학습자 번역 능력의 평가 구인 설정 기초 연구
유군군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한국어번역 학습자 번역 능력의 평가 기준 개발의 일환으로,
평가 구인 체계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 절차를
거쳐서 평가 구인 체계를 개발하였다. 첫째, 번역 능력 평가의 개념을
검토하고 재정립하였다. 평가 구인 설정을 위한 '장르성', '관찰 가능성',
'상호배타성', '일관성', '간결성', '긍정형 사용'의 6 개의 원칙을 세웠다. 둘째,
기존 번역 능력 모델의 구성 요소를 전반적으로 범주화하여 새로운 번역
능력 모델을 조작하여, 크게 '출발어 능력', '도착어 능력', '주제 지식 능력',
'번역 전략 능력'의 4 개의 대범주를 설정하고 총 17 개의 하위 요소를
제시했다. 셋째, 현행 및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번역 능력 평가 항목들을
조작된 번역 능력 모델에 따라 재분류하여, 총 380 개의 평가 항목을
수집했다. 평가 항목에 나타나는 127 개의 행동 표현(예 '첨가')과 140 개의
기준 표현(예 '일관적')을 추출하였으며, 고빈도 행동 표현 23 개와 기준
표현 29 개를 평가 세부 내용 작성의 기반 자료로 선정했다. 최종적으로
'출발어 능력' 범주에 4 개, '도착어 능력' 범주에 14 개, '주제 지식 능력'
범주에 5 개, '번역 전략 능력' 범주에 18 개, 총 41 개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여 평가 구인 체계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어번역 학습자 번역 능력 평가 연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평가 기준 구축에 기반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편으로 평가
기준 구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구인 체계의 타당도, 신뢰도, 실용도를
검증하기 위한 후속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김진아, 성초림, 이상원, 장현주, 이향. (2002). 번역 품질 평가에 관한 小考.
외국문학연구, 11, 85-123.
성초림, 이상원, 이향, 장현주. (2001). 번역 교육 현장에서의 번역물 품질
평가. 번역학연구, 2, 37-56.
신지선. (2010). 번역교육시 번역평가모델 활용의 필요성 고찰. 번역학연구,
11, 121-142.

173

2021 KAFLE 학술대회

이향. (2007). 번역물 감수와 번역교육. 파주: 한국학술정보.
임형재. (2016). 통번역 목적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기초 연구-중·일
학습자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중한언어문화연구, 10,
125-155.
장혜선. (2014). 전문번역 교육을 위한 품질평가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종명, 이준호, 안정호. (2020). 한국어 교재의 평가 기준 설정 연구–국내외
사례 연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51,
79-117.
Angelelli, C. V. (2009). Using a rubric to assess translation ability. In C. V.
Angelelli, & H. E. Jacobson (Eds.), Testing and Assessment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A call for dialogue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pp. 13-49). Amsterdam: John Benjamins.
Bachman, L. F. (2010). Language assessment in practice: Developing language
assessments and justifying their use in the real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rown, H. D. (2006). 외국어 평가: 원리 및 교실에서의 적용. (이영식, 안병규,
오준일 역). 서울: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Brown, H. D. (2003).
Language assessment: principles and classroom practices. London:
Pearson Education ESL.)
Campbell, S. (1998). Translation into the second language. London: Longman.
Colina, S. (2010). 번역교육: 이론과 실제. (배만호, 박기성, 안동환, 윤일환,
김용규 역). 서울: 동인. (Colina, S.(2003). Translation teaching, from
research to the classroom: A handbook for teachers. Boston:
McGraw-Hill.)
Hatim, B., & Mason, I. (2005). The translator as communicato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Hurtado Albir, A. (2009). Translation and Translation Competence. In Hurtado
Albir, A(Ed.), Researching Translation Competence by PACTE Group (pp.
3-34). Amsterdam: John Benjamins.
Hurtado Albir, A. (2015). The acquisition of translation competence.
competences, tasks and assessment in translator training. Meta, 60(2),
256-280.
Li, D. (2006). Making translation testing more teaching-oriented: A case study of
translation testing in china. Meta, 51(1), 72-88.

174

Martinez Melis, N,, & Hurtado Albir, A. (2001). Assessment in translation
studies: Research needs. Meta, 46(2), 272-287.
McNamara, T. F. (2001). 언어평가. (강성우, 박혜숙, 고인성 역). 서울: 박이정.
(McNamara, T. F. (2000). Language test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illiams, M. (2001). The application of argumentation theory to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Meta, 46(2), 326-344.
白玲, 冯莉, 严明. (2018). 中国英语笔译能力等级量表的构念与原则. 现代外语,
1, 101-111.
江进林, 王立非, 王志敏. (2012). 学生英译汉分析性评分标准的研制. 外语与外语

教学, 6, 56-60.
李彦, 肖维青. (2020). 翻译专业教学中的应用型文本翻译质量评估:问题与对策.
外语学刊, 5, 71-78.
刘建达, 彭川. (2017). 构建科学的中国英语能力等级量表. 外语界, 2, 2-9.
穆雷. (2007). 翻译测试的定义与定位——英汉/汉英翻译测试研究系列(一). 外语
教学, 1, 82-86.
乔洁. (2016). 基于译者能力的翻译专业汉英笔译评分模式新探. 上海翻译, 5, 6772+95.
肖维青. (2012). 多元素翻译能力模式与翻译测试的构念. 外语教学, 1, 109-112.
杨冬敏, 穆雷. (2016). 翻译测试的学科定位再探讨. 外语教学, 5, 48-51.
张东东, 姜力维. (2016). 翻译能力量表开发研究. 长春大学学报, 26, 62-65
저자소개
유군군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생이다. 연구 분야
는 번역 교육, 번역 능력 평가이다.
이메일 주소: liuqun88306@naver.com
발표언어: 한국어

175

2021 KAFLE 학술대회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효’ 인성
교육 방안: ‘효’ 역할극을 중심으로
권화숙
세명대학교
초록
우리 사회는 COVID 19,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교육 현장 또한 많은 혼동과
함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로 오면서 고도의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이행되면서 핵가족화와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존속 상해 등의 극
단적인 행동들이 보도되는 등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이 많이 퇴색되어 가
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고
인명을 경시하는 반인륜적인 풍조가 만연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적인
효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적 측면에서 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교수-학습론과 교육공학 영역으로부터 제기되어 여러 분야의
학습 콘텐츠 제작, 운영 측면에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블렌디드 러
닝(blended learning)’의 기법을 활용한 고등학생 대상의 ‘효’ 인성 교육 방안
에 대해 제시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교수 학습 현장에 활
용함으로써, 인성 교육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효 역할극’을 국어 교과에 접목시켜 효율적인 효 인성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현장 수업에 적용하여 교육적 의의와 활성화 방안을 도출함
으로써 고등 국어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진단함과 동
시에 향후 교육 현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목표
를 둔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존중, 배려․소통, 자기 조절, 정직․용기의 네 가지 인성
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
성에 바탕을 두고, 방법론적으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에 기반하여,
효 역할극을 구체적인 효 인성 교육 활동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거시적으로 블렌디드 러닝에 기반한 인성 교육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효 역할극’의 세부 교수․학습 설계안을 제시한다. 이를 토
대로 하여 본 연구가 가지는 교육적 의의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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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시간 한국어 수업의 운영 사례
송아라
중앙대학교
초록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교육 과정을 연구, 발표하
였으나 전면 비대면 실시한 교육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국어 학습자들은 기관의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한 한국어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매체, 예를 들면 유튜브 동영상 강의나 교재 부록의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어를 학습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강의는 일 방향적 강의에 불
과하고 양방향 의사소통이 필요한 언어 교육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비대면
실시간 한국어 수업으로 진행된 지 1년이 된 현재 시점에서 그동안의 한국
어 수업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서 학생들의 참여 태도, 교수자의 수업 운영
방법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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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관련 전공 대학원생의 학습 과정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정하라
명지대학교
초록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과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는 외국인 대학원생이 모국과
한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과정을 생애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학습을 통한
개인적 변화와 새로운 한국 언어문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어 관련 전공 대학원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 여섯 명의 한국어 학습 과정에 생애사적으로 접근해 살펴보
고, 정체성의 발달에 초점화하여 사례 간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학
습 과정을 주체성을 가지고 한국 언어문화 실천공동체에 참여한 결과로 해
석하고 학습 주체로서 이들의 교육적 필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한국어 관련 전공 대학원 베트남 유학생의 모국과 한국에서의 한국
어 학습 과정은 어떠했는가? 1992년 한국과 베트남 간 수교 협정이 맺어진
이래 양국 교류가 비약적으로 증진한 결과, 베트남 내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도 급격히 증가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유학생 중 한국
어 학습 동기, 학습 방식과 모국에서의 전공, 한국에서의 유학 형태 등이 다
양한 한국어 관련 전공 대학원생을 참여자로 하였다. 이들이 모국과 한국에
서 쌓은 장기적이고 다양한 한국어 학습 경험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생애사적 관점을 취하였다. 그 결과 참여자의 한국어 학습은 양국의 사회문
화적 변동에 의해 추동된 개인 선택의 연속으로서 진로 결정 및 생애 발달
과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이들의 학습 과정에는 형식적, 비형식적 맥락
에서의 한국인과의 교류, 일터 학습, 베트남 유학생 관계망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이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는가? 한국어 학
습을 기반으로 진로를 열어가는 대학원 유학생 개개인의 삶은 그 자체가 하
나의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 익히며 사용
해 온 경험, 이에 대한 참여자의 인식과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핀 결과에서
드러난 공통적 속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례 간 학습 과정 분석의 초점을
정체성의 재구성에 맞춘 결과, 연구 참여자는 한국어를 다양한 형식, 비형식
적 맥락에서 배우고 사용하면서 복합적인 정체성 발달을 이루었다. 이 연구
에서는 이를 모국과 한국에서의 한국어 능력 향상, 성인 전기 자아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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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성장 측면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셋째, 한국 언어문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학습 과정은 어떻게 해
석될 수 있는가? 이 연구는 다원화되는 한국어 공동체 내에서 이들의 학습
실천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이들의 학습 과정을 실천공동체 관점에서 해
석하였다. 특히 모국에서 특수 외국어였던 한국어 학습을 선택한 과거부터
한국어를 학업과 직업 활동의 기반으로 삼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학습 과정
에서 발현되는 주체성에 해석의 방점을 두었다. 해석 결과 참여자들이 속해
온 한국 언어문화 실천공동체는 한국어 학습 공동체와 한국어 소통 공동체,
소속을 지향하는 확장된 공동체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실천공동체에서 이들
의 주체성은 한국어 학습의 선택과 실행, 한국어 능력의 직업화와 전문화 실
험, 직업적 전망의 실현과 확장 등으로 발현되었다고 보았다.
넷째, 이들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 연
구의 참여자는 유학생이 대다수를 이루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일과 학업
을 병행하여 유학 생활을 안정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외적 조건 확보가 중
요하다. 따라서 대학원 공동체 내 구성원이라는 부분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유학생을 바라보았던 기존 연구의 전제와 해석이 적용되기 어렵다. 모국에서
부터 꾸준히 한국어 소통 능력을 발달시켜 온 이들은 한국 대학원이라는 학
문적 맥락 내 미숙한 한국어 사용자라는 제한적 정체성에 머물지 않고, 성공
적 학습 경험과 모국 언어문화 자산을 토대로 이중언어 강사, 한국어 학습
조언자 등으로 활동하며 언어적, 직업적 실험과 실천 반경을 넓히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은 한국어 예비 전문가로서 형식적 교육으로 평가받는
수준 이상의 고급 한국어를 체득하고자 하였다. 고급 한국어 숙달은 유학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자 유학 생활 중에 채워지지 않는 요구이기도 했다. 이
에 따라 이 연구는 예비 전문가이자 독립생활 주체로서 청년기 생애 발달을
이루는 외국인 대학원생이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의 방향으로서
자발적 언어하기의 지속, 소통 방식 중심의 한국어 체득, 생애사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전기성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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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맵을 활용한 학부 유학생의 장르 지식 발전에 관한 연구
최주희
성균관대학교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학부 유학생 쓰기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념적 다
이어그램, 즉 마인드맵 활용을 교수 도구로 제안하고 이를 쓰기 교육에서 어
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데 있다. 특히 이 연구는
한국의 담화 공동체 안에서 학부 유학생들이 장르의 언어적 특징과 구조를
이해하고 규범적 차원에서 글쓰기를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또
한 한국어 쓰기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장르에 대한 학습자의 지식
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도 인식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쓰기 교육이 순환
하는 여러 시점에서 마인드맵을 활용하였을 때 학습자의 장르 지식의 발전
과 텍스트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구체적으
로 이 연구에서는 마인드맵의 잠재적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장
르 지식을 교수하기 전과 교수한 후로 나누고, 학습자가 숙고한 언어 내용을
고찰하고 이에 더 나아가 지식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마인드맵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양 학부에서 필수 교과목인 글쓰
기 수업을 듣는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15주에 걸쳐 실험을 수행하였다. 15
주에서 3주(1주차 오리엔테이션, 중간, 기말 시험 기간)를 제외한 12주 동안
긴 지문을 비판적으로 읽기, 설명문과 논증문 읽고 분석하기 등에 초점을 맞
추어 교수한 후 보고서 장르를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3단 구조
-서론, 본론, 결론-에 초점을 두고 교수하였다. 30명의 학습자가 세 차례에
걸쳐서 생산한 90개의 맵을 수집한 후 사전 교수 맵(1회)과 사후 교수 맵(2
회)으로 나누고 양적 고찰을 하고자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교차 콘텐
츠와 학습자가 숙고한 내용을 테마별로 코드화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교수 전략은 (1) 배경 지식 활성화를 위한 장르 소개하기, (2) 텍스
트의 장르적 특징 분석하기, (3) 긴 지문 분석하기와 규범적 영역에서 학습
자가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지문 제시하기, (4) 교사와의 협동 작업과 개인
작문 연습하기, (5) 교재와 교사의 설명을 참고하여 과제 수행하기, (6) 일반
적으로 사용하는 쓰기 기술과 규범적 작문 방법 숙지하기, (7) 학습자가 사
용한 쓰기 기술의 문제점 설명하기, (8) 교사와 동료의 피드백 받기 등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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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 전후의 장르 지식에 대한 양적 고찰
을 하였을 때 설명문과 보고서 두 장르에 대한 개념적 지식이 모두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작성한 마인드맵의 완성도는 매우 낮았으나 사후 교
수 맵의 발전은 두드러졌다. 특정한 맵을 작성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는 두
번째 맵을 그릴 때부터 자신의 생각을 맵에 투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마인드맵이 학습자에게 아이디어 생성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둘째, 설명문에서 나타나는 장르 지식 발전의 증거를 살펴보면 장르
지식 요소가 대다수의 사후 교수 맵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
용, 어휘, 문법적 요소를 포함하는 형태적 요소와 장르에 대한 광범위하고
통합적 지식이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교차점이 두 개에서 심지어 네 개까지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맵에서 학습자가 장르 지식을 조직화
하려는 시도들이 드러났고, 평가적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으나 보고서보다는
덜 규범적으로 작성하였다. 셋째,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장르 지식 발전의 증
거를 살펴볼 때, 학습자들은 순서에 맞게 처음 두 가지 맵을 완성해 감에 따
라 맵핑 과정에 익숙해지기는 하였으나, 학습자가 교수 전에 작성한 세 번째
맵은 유의미한 발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보고서 사후 교수 맵에서 학습
자들은 장르 지식에 대한 평균 이상의 질적 발전을 보여 주었다.
이 연구를 통해 교수 사전, 사후에 작성한 학습자의 마인드맵을 비교함으
로써 설명문과 보고서 장르에 대한 개념적 지식의 발전을 확인알 수 있었다.
향후 학문 목적을 위한 글쓰기 수업에서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여 마인드맵
을 활용한다면 설명문, 보고서 등에 대한 학습자의 장르 지식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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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석(경희대학교)

인지문법을 적용한 스페인어 문법 교수: 스페인어 동사 시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13:50~14:15
발표

앙성혜(고려대학교)

토론

신태식
(고려대학교)

단기 해외 연수가 대학 스페인어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COVID-19로 인한
온라인 해외 연수 환경에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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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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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언어 발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지은
부경대학교
초록
누군가가 친구와의 전화 통화에서 “Estoy viendo una película.”라고 했을 때,
이때 사용된 언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되는 자연언어라고 할 수 있다. 한
편, 위 문장에 대해 문법학자, 외국어 교사 또는 학생 등이 “viendo는 ver 동사
의 현재분사 형태이다.”라고 말한다면 이때 화자는 메타언어 발화를 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메타언어 발화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는 제2
언어 습득 이론들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다.
메타언어 발화 활동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입력, 정리, 표출’이라는 기
본적인 학습 단계를 따른다. 각각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활동이 어떻게 언어 습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해보려 한
다. 먼저, ‘입력’ 단계가 언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은 ‘알아차림 가설’, ‘메타언
어 숙고’, ‘문법의식 고양’ 이론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정리’ 단계는
‘재구조화’, ‘구성주의’, ‘유의적 학습’ 이론을, ‘표출’ 단계는 ‘아웃풋 가설’을
통해서 분석해 보겠다.
메타언어 발화 활동은 문법의 명시적 지식 습득, 문법 인지 감수성 발달,
학습의 자율성 강화, 내용의 장기기억, 의미협상 촉진, 학습자의 중간언어 확
인에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문법 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습득한 문법 지식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직접 사용함으로써 명시적 지
식을 암묵적 지식으로 전환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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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 (2004b). El papel de la reflexión metalingüística en la adquisición de
la gramática de ELE. Actas del XV congreso internacional, Sevilla,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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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melhart, D., & Ortony, A. (1977). The representation of knowledg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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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부사 ya의 효과적인 학습 방안
정원석
경희대학교
초록
국내 대학에서 L2 스페인어를 학습하는 한국 학생들에게는 주어진 문맥에
포함된 동사의 적절한 시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hoy,
mañana, ayer, anteayer 등으로 대표되는 소위 시간 부사(temporal adverbs)들을
제외하면 아마도 부사 ya가 가장 빈번하게 구어체 및 문어체에서 접하고 있
는 부사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실제 국내 대학에서 비단 회화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페인어 문
법 교재에서 역시 부사 ya가 포함된 예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
으로 스페인어의 부사 ya는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
의 용법은 실제 담화 과정에서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다(Ya lo he comprado
(ya=already)/Ya no juego al fútbol. (ya=anymore, no longer)/Ya voy (ya=be on
one’s way)/Ya me voy a dormir (ya=now)/Tienes que hacerlo ya (ya=right now)).
하지만 이러한 부사 ya의 빈번한 출현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의 초·중·고
급 레벨의 L2 스페인어 학습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은 실제로 다양한 상황에
서 제시된 문장 안에서 부사 ya가 가지는 의미를 쉽게 파악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페인어의 ya를 단순히 영어의
already에 대응되는 완료 시제와 관련된 부사로만 이해하고 학습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외 부사 ya가 가지는 의미와 문장 내에서의 분포에 대해 적절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교수
역시 다른 문법 영역에 비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본 연구에서는 위 언급한 스페인어 부사 ya의 의미와 그에 따른 통사적 분
포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이론적 논의 및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부사 ya의 다양한 의미와 동사의 시제 선택과의 관련
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하며 이를 실제 국내 대학에서 L2 스페인어 교수/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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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문법을 적용한 스페인어 문법 교수:
스페인어 동사 시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양성혜
고려대학교
초록
외국어 교수에서 있어서 의사소통 접근법(Communicative Approach)을 기반
으로 하고 구성주의에 입각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Learner-centered
orientation)을 지향하는 흐름이 최근까지 이어오고 있지만 문법 교수에 있어
서는 변함없이 규칙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전통적 교수법을 적용하
는 경우가 많다. 문법 교수에서 있어서 학습자가 중심이 되며 의사소통에 기
여하는 문법 교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실
제로 문법 교수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세세한 지침이 없어 교수자 개인의
교수법에 의지하는 경우가 또한 대부분이다. 본고에서는 ‘문법을 규칙의 열
거가 아니라 언어 공동체가 서로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들
의 고유한 생각을 세대를 거치며 어떻게 구조화하였는지에 대해 인지적으로
거둔 성과’가 문법이라는 인지문법(Cognitive Grammar)적 접근을 문법 교수에
적용할 때 문법 현상에 대한 이해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목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문법 교수가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스페인어 동사 시제의 경우 매
우 다양한 형태가 있고 각 형태마다 시제(tense), 상(aspect), 법(mood)이 복합
적으로 투영되어 있어서 한국어 모국어 화자들이 영어와 같은 다른 외국어
를 이미 습득하였다 하더라도 완벽히 습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본고에서는
인지문법 접근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시제를 분리시켜 교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 기제 안의 연속된 스펙트럼 안에서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학습자들
이 스페인어 동사 시제 전체 형태들 간의 연관성을 알 수 있도록 교수자들
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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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해외 연수가 대학 스페인어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COVID-19로 인한 온라인 해외 연수 환경에서의 변화
송예림
서울대학교
초록
대학은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해외 연수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다. 연수 참여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목표 언어로 의사소
통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목표 문화 사회에서 상호이
해와 관용,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심을 키우는 문화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연수는 현대 외국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
인 ‘상호문화적 능력(competencia intercultural)’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된다. 상호문화적 능력이란 서로 다른 언어적,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 학습자가 목표 문화를 통해 자신의 문화
및 배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긍정적이고 개
방적인 태도를 형성할 때 발달된다(Oliveras Vilaseca, 2000).
본 연구의 목적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해외 연수가 대학 스페인
어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능력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
구 대상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총 3주의 기간 동안 스페인 대학 현지에서
이뤄진 경우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인해 국내에서 온라
인 실시간 화상 강의로 이뤄진 경우의 두 가지 교육 환경으로 분리하였다.
우선 스페인 대학 현지 해외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글 설문
지에 기반한 설문지법으로 ① 프로그램 참여 목적과 성과, ② Chen과
Starosta(2000)의 ‘상호문화적 감수성 척도’에 해당하는 24개의 항목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문항이 포함된 설문지 답안을 통해, ‘상호작용 참여
(interaction engagement), 문화차이 존중(respect of cultural differences), 상호작
용 자신감(interaction confidence), 상호작용 향유(interaction enjoyment), 상호작
용 주의(interaction attentiveness)’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③
해외연수 목적지인 스페인이나 스페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사전 이미지
인 고정 관념과 연수 후 이러한 관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이
후 실시간 화상 강의 프로그램(Zoom)에 기반한 면접법으로 심층 면담을 실
시해 ‘연수 참여 목적, 연수 참여 성과, 스페인/스페인 사람에 대한 이미지
변화, 긍정적인 문화 충격, 부정적인 문화 충격, 단기 해외 연수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온라인 실시간 화상 강의로 이뤄진 해외 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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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시작 전, 구글 설문지에 기반한 설문지법으로
① 프로그램 참여 목적, ② Chen과 Starosta(2000)의 ‘상호문화적 감수성 척도’
에 해당하는 24개의 항목에 대한 리커트 5점 척도 문항이 포함된 설문지 답
안, ③ 해외연수 목적지인 스페인이나 스페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사전
이미지인 고정 관념을 분석하였다. 이후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때 다시 설
문지법으로 ‘① 프로그램 참여 성과, ② Chen과 Starosta(2000)의 ‘상호문화적
감수성 척도’에 해당하는 24개의 항목 답안, ③ 연수 이후 스페인이나 스페
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의 변화, ④ 연수를 통해 경험한 긍정적인
문화 충격, 부정적인 문화 충격, ⑤ 온라인 해외 연수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몰입(inmersión) 환경에서 스페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을 발달시키고 스페인어권 문화를 직접 경험해 상호문화적 능력을 갖춘 인
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설정한 교육적 목표
를 달성하며 효과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온
라인 실시간 화상 강의로 이뤄지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을 성
찰해, ‘COVID-19’로 부각되는 온라인 해외 연수의 교육적 효과와 발전 방향
을 찾아가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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