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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제이언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본질을 반영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
저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본질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들의 학문 목적 발표는 동료 
학습자들을 상대로 공식적 말하기를 수행하는 단순한 구어 행위가 아니라 ‘학문 공동체의 
일원인 발표자가 청중을 대상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 측면에서는 개인적 
성장과 비판적 사고력 함양, 담화 공동체 차원에서는 지식을 구성하고 창조하는 언어 행
위’라는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학문 목적 발표의 의의와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은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그리고 제이언어로서의 학문 목적 한국어, 학문 목적 발표
의 지식 창출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 발표가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의 맥락,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로 구성된 청중의 학문 담화 공동체적 성격 등을 교육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장르적 
접근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개념과 요소 
그리고 필요한 능력을 정립하였다.  

다음으로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이 수행한 발표 내용과 표현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발표 양상과 배경 요인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유의미한 사례들을 선정한 후, 이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사례는 수준에 따라 기초, 보통, 우수 수준으로 나누고, 보통 수준
은 내용지향형, 표현지향형, 내용·표현균등형으로 유형화하여 선정하였다. 분석 틀은 학문 
목적 발표의 내용적인 측면과 표현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발화단위, 단
위화제, 담화를 분석 단위로 하여 담화 층위, 어휘 및 문법 층위, 음운 및 음성 층위에 나
타난 양상을 분석하였다. 담화 층위에서는 통일성을, 어휘 및 문법 층위에서는 정확성, 다
양성, 적절성을, 음운 및 음성 층위에서는 정확성과 유창성을 기준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발표 양상에 영향을 미친 배경 요인은 발표 녹화 및 녹취 자료, 발표 보
조 자료, 보고서, 이들이 학습한 한국어 교재, 심층 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 모어의 구조, 어휘, 문법, 음운, 발음 등으로부터 야기된 언어적 요인, 주제 선정, 
목표 설정, 청중 분석, 자료 수집, 내용 조직, 보조 자료 작성 등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서 드러나는 인지적 요인, 자아 개념, 학습 동기, 발표 불안 등 학습자가 내적으로 지닌 정
의적 요인 그리고 한국어 교재, 교사, 자국어 교육 및 외국어 교육에서의 발표와 발표 교
육의 경험으로부터 기인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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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 발표 양상 및 배경 요인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설계하였다.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본질을 이해’하고 ‘구조와 내용을 
생성’하며 ‘적절하고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명료하고 유창하게 전달’하는 것을 교육 목
표로 하고, 이로부터 교육 내용 영역을 ‘학문 목적 본질의 이해,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
현, 태도’로 설정하고 그 내용 요소를 상세화한 후, 학습자의 개별적인 수준과 특성을 반영
하도록 공통 기본 수업과 개별 지도 방안을 고안하였다. 공통 기본 수업은 참여와 협력 원
리에 기반한 ‘예비 발표→모범 사례 발표 경험→재발표→토의’의 단계로 진행하는데 학습
자들이 자신의 발표를 동료 학습자의 발표, 모범 사례와 견주어 봄으로써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속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외에 제시된 형식 구조 지도는 기초 
수준 학습자를, 사고도구어 지도는 보통 수준 학습자를, 유창성 훈련은 보통 수준의 표현 
지향형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계하였다. 

주요어: 한국어교육, 학문 목적 한국어, 학문 목적 발표, 장르,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 
제이언어로서의 한국어, 발표 교육, 장르, 담화, 어휘 및 문법, 음운 및 음성, 언어
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의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학  번: 2005-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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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사소
통의 수단을 넘어 교수-학습을 위한 통로이자 담화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과 상호 교류하
는 매개이며, 비판적 사고와 개인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된다. 물론 한국어 학습자
에게 가장 기본은 의사소통능력이지만 외국인 대학생들의 궁극적인 언어 학습 및 사용의 
목적은 학문적 담화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동료 학습자들과 의미 있는 언어 활동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창출하며 상생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종래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은 한국 대학이라는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학문 목적 학습자가 경험해야 하는 
구성원들과의 상호 교류, 지식 공유와 창출, 비판적 사고와 개인적 성장 등의 거시적인 측
면은 간과한 채 언어 형식과 기능에만 치중해 왔다. 이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
의 교육 기관과 사회적 환경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며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그리고 문
화적 참조 집단이 존재한다는 측면, 즉 이들에게 한국어는 제이언어라는 점을 간과한 데서 
기인한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제이언어적 성격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 목적 학습
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은 문어에 치중해 왔다.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기능 연구물 
중 40%가 ‘쓰기’이다(최정순·윤지원, 2012: 12). 이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1)가 느끼는 
보고서 작성, 답안지 작성의 중요성과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학문 목적 
한국어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구어를 놓치고 있다. 교수들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가장 중
요한 기능으로 ‘말하기’를 꼽은 바 있으며(최정순, 2006), 외국인 유학생과 교사를 대상으
로 학문 목적 말하기·듣기 과제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결과 ‘발표하기’에 가장 어려움을 느
낀다고 답한 결과(김민재, 2004; 윤신애, 2008)가 이를 방증한다. 대학 사회의 외국인 유
학생 비율이 증대될수록 구어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특히 구어 활동인 학문 목적 
발표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 개인과 그를 둘러싼 학문 담화 공동체에 즉각적인 파급력
을 지니기 때문에 이들의 구어 사용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1)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 목적 발표’의 주체는 학부 과정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교

포 제외)로 본고에서는 ‘외국인 대학생’ 또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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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목적 구어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루어진다고 해도 수업이 드물게 
개설2)되어 있다. 이들 수업은 수업 목표로 한국어 말하기 능력의 신장을 선정하고 교육 
내용은 개인 교수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학문 목적이라는 맥락이 적극적으로 고
려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인 의사소통능력에서의 말하기 능력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재로 한국어 모어 화자를 위한 대학 화법 교재, 외국인을 위한 말하기 교재, 
프레젠테이션 관련 번역서 등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
육이 지향하는 바, 교수자의 학문 목적 말하기에 대한 관점,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학문 목적 말하기 교육은 물론이
며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위상이 아직은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문 목적 ‘발표’는 교실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말하기의 유형으로 외국인 대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장르이다. ‘발표는 대중 앞에서 특정한 주제에 대한 말하기’라는 대
략적인 의미는 공유하고 있으나 ‘학문적 상황’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발표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즉, 학문 목적 발표의 목적이 무엇인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형식과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고, 전달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인
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자에게 한국어 교육자들이 적절하게 교육적인 처방을 하
기 위해서는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문 목적 발표 장르를 이해하고, 학문 목적 발표를 잘 수행하도록 교육 내용
과 방법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 대학생은 자국에서의 발표 및 교육 경험, 
한국어교육 및 발표 경험의 정도, 즉 선수 학습의 수준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3) 일률
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
어교육 내·외적 다양한 배경을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학문 목
적 발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하여 이를 적절히 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학문 목적 한국어가 지닌 제이언어적 속성에 대한 인식 미비, 학문 목적 구어 
및 발표 연구 및 교육 실행의 부족, 학문 목적 발표 장르에 대한 이해 부족, 학문 목적 발
표에 관여하는 한국어교육 내·외적 다양한 변인 등은 학문 목적 발표 교육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문 목적 발표는 외국인 유학생과 그를 둘러싼 담화 공동체에 매우 

2) 2012년 2학기 기준으로 수도권, 충청, 전라, 강원, 경상 지역의 13개 대학 중 외국인 대학생

전용 강좌는 55개이며 이중 7개가 구어 중심의 수업이었다.

3) 홍은실(2012a)에서는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2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자의 87.5%가 모어로 발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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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므로 ‘학문 목적 발표’를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의 내용으로 선정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 언중의 생활에 나타나는 담화, 텍스트를 엄밀하게 분류하기보다는 교육적 필요성과 
가치가 있는 담화, 텍스트의 유형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는 일찍이 
텍스트 범주 분류의 엄밀성보다는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텍스트의 유형들을 발굴하고 선정
하는 경험적 적합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되어야 함을 지적한 민병곤(2006: 25)의 논의와
도 맞닿아 있다.

위와 같은 학문 목적 발표 교육 연구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갖는다.

첫째,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본질을 규명한다.
둘째,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수행하는 학문 목적 발표의 실제를 파악한다. 
셋째,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을 이해한다. 
넷째, 한국어 학습자 대상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을 위한 내용과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특질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학문 목적 발표 장르 

교육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학문 목적 발표의 개념 및 요소, 학문 
목적 발표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문제와 직결된다. 학문 목적 발
표4) 장르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대중적, 공식적 발표와 달리 발표가 ‘배우는 과정’에
서 일어나므로 완벽성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과제 의도를 이해하고 논리적인 내용을 적
절한 언어 형식으로 명료하게 전달할 것을 요구 받는다. 또한 학문 목적 발표에서는 청중
이 동료 학습자들과 교수자라는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동료 학습자는 
발표자와 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유사한 수준이나, 교수자의 경우 대개 발표자
와 다른 청중에 비해 월등한 지적, 사회·문화적 힘을 지닌다. 학문 목적 발표의 목적은 다
른 정보 전달적 발표와는 달리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 간 교류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생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
르적 특질을 규명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하여 학문 목적 발표 장르와 관련된 인접 
학문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두 번째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이 수행하는 발표의 실제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다. 학문 목적 상황에서 발표를 잘 하려면 맥락에 맞는 문법적, 사회 언어적, 담화적, 전략

4) 비교적 완성된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는 학술적 발표와는 구분하고자 한다. ‘학술 발표’라는 용

어는 ‘학술대회에서 연구자의 발표’라는 느낌이 강하여 학부 과정의 발표를 포괄하는 용어로

는 적절치 않아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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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접근만으로는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이 어렵
기 때문에 발표 수행에 나타난 언어를 ‘담화 층위, 어휘 및 문법 층위, 음운 및 음성 층위’
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학문 목적 발표는 학문 공동체의 내적 조건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형화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학문 목적 발
표 장르의 보다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이 지닌 다양한 배경 요인이 학문 목적 발표의 준
비 과정 및 수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기존의 말하기 또는 발표 교
육의 내용은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학문 목적 상황에서 수행해야 하는 발표의 상황과 
맥락, 발표의 목표 및 기능 등은 고려하지 않고 담화 구조, 담화표지어 등 언어 형식적인 
측면에만 집중하였다. 또 방법에 있어서는 결과 중심적이며 일회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한
국어교육에서의 발표 교육 경험, 모어에서의 발표 수행 경험, 발표 교육 경험, 학습 동기 
등의 학습자 개별적 특성들이 발표의 담화, 어휘 및 문법, 음운 및 음성 층위에 크게 작용
하기도 한다. 요컨대 단편적이며, 언어 형식에 치중한 결과 중심적 말하기 교육은 학습자
가 지닌 배경 요인들에 비해 이들의 학문 목적 발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었다. 그러므로 
발표 준비 및 수행에 영향을 미친 언어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의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
인 등을 규명하여 이를 교육 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학부 과정 학습자들이 개별적인 배경 요인들에 구애 받지 않고 학문 목적 발
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한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
였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업을 위해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들과 함께 학업을 수행하는 한국어 모
어 화자들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정형적인 틀 안에서 표준화된 전형적인 발표 교육
을 지양하고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본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마련해야 하며, 
더 나아가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들과 학문 담화 공
동체의 상생적인 발전을 위해 학문 목적 발표의 본질을 규명하며,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
자의 학문 목적 발표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밝힌 후, 이를 바탕으로 
학문 목적 발표를 위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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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 연구(김정숙, 2000)를 필두로 한 요구 분석 연구(김인규, 
2003; 이덕희, 2003) 이래 한국 대학에 진학하는 유학생의 증가에 따라 학문 목적 한국어
에의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제별, 기능별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
문 목적 한국어와 관련한 연구는 2000년~2005년까지는 논문 편수가 매년 10편 이하로 나
타났으나,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과 2011년의 논문 전체 편수는 4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최정순·윤지원, 2012).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 연구 중 발표 연구는 학문 목적 발표에 나타나는 한국어 모어 화
자와 외국인 화자 간 메타언어표현의 차이를 밝힌 연구(김윤희, 2005)가 최초이다. 이후 
학문 목적 발표 연구는 2007년과 2008년에 이어졌는데, 외국인 대학생 발표에 대한 한국
인 대학생의 인식과 외국인 대학생의 자신의 발표에 대한 인식 조사, 교육 방안 연구, 발
표 담화에 나타난 대우법 연구가 있다. 

인식 조사는 최은지·정명숙(2007)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설문 조사와 심층 면접을 바탕
으로 효과적인 발표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국어 모어 화자나 외국인 학습자 모두 
‘발표 내용의 체계적 구성(한국인 29.8%, 외국인 17.8%)’이며, 발표 이해나 수행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부분은 ‘정확한 발음과 억양(한국인 38.0%, 외국인 26.3%)’임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 발표는 어휘 및 문법이나 발음의 측면뿐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함이 규명되었는
데, 이는 본고가 지향하는 학문 목적 발표 교육에서 내용과 형식이 균형 있게 조명되어야 
함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이다. 

교육 방안 연구는 김영랑(2007)과 김지영(2007)이 있다. 김영랑(2007)은 국내 경영대학
에 재학 중인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대학생의 발표에 나타난 일반적 특징, 담화 구조, 
담화 유형과 단계, 전략을 비교 분석한 후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김지영(2007)은 프
로젝트 수업을 위한 쓰기와 발표의 통합 교육을 제안하였다. 전자는 학문 목적 발표의 전
형적인 특질을 밝힌 후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여 학문 목적 발표의 전체적인 양상을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맥락의 특수성은 배제한 채 전형성을 추구하였다는 데 아
쉬움이 있다. 후자의 경우 실제 발표가 쓰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발표와 쓰기를 통합
한 구체적인 교수요목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으나 학문 목적 발표나 학문 목적 쓰기의 특
질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대우법 연구는 이정란(2008)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일본인 학문 목적 학습자가 발표에서 



- 6 -

사용한 대우법 분석을 통해 화용적 문제의 중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기존의 연구가 발표
의 지엽적인 언어 형식 분석, 전형성이나 실용성을 강조한 교육 방안 연구, 인식 조사였던 
것과 달리 특정 언어권 화자의 화용적 문제를 다룸으로써 연구 문제의 범위를 넓히고 그 
깊이를 심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는 연구이다.

전술한 대로 학문 목적 발표 연구는 2010년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를 주제별로 
분류하면 발표에 나타난 언어 양상 분석 연구, 교수-학습 방안 연구, 장르 분석, 인식 조사
의 네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발표에서 사용되는 언어 양상을 분석한 연구로 이정란
(2010), 홍윤경(2011), 이환환·김영주(2012)가 있다. 

이정란(2010)은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 담화에 나타난 화용언어적 문제와 사회화용
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그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 담화에서는 이해 가능한 문법 오
류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므로 격식적 표현, 담화표지, 관례적 표현, 공손성과 같은 화용언
어적 문제와 격식적 상황에 대한 인식, 사고 중심의 차이와 관련한 사회화용적 문제를 교
육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발표 교육에서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그리
고 맥락에 적절한 말하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학문 목적 발표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다만 언어교육원에서 수강 중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 대학에 입학한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를 연구 대상으로 동시에 다루고 있는데 이들의 상황 또는 맥락 변인이 다르
게 작용했을 가능성,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언어 행위의 적절성을 판별하는 사회화용적 문
제를 분석하였는데 연구 대상의 다양한 국적에서 기인하는 사고 비교의 적절성 등의 문제
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홍윤경(2011)은 오류 분석이 교수자, 학습자, 연구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서 발음 
오류, 문법 오류, 어휘 오류, 사회언어학적 오류 등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중국인 석사 과정생 20명의 전공 수업 발표이다. 이 연구는 오류 유형을 세분화하여 구체
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오류 분석의 의의를 재확인하게 해 주었으나 오류 유형의 일관성과 
오류 판정의 기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류의 유형으로 분류된 ‘잘못된 
어휘 선택’과 ‘모국어의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잘못된 어휘 선택’은 발표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양상이며, ‘모국어의 영향’은 오류를 발생시킨 원인에 해당한다. 이처럼 결과로서
의 오류와 오류의 원인을 모두 오류의 유형으로 처리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한 오류 
판정은 정확성, 적절성, 이해가능성 등 다양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연구는 정확성
만을 판정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였다는 점이 아쉽다.

이환환·김영주(2012)는 담화표지어가 발표의 담화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청중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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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응집과 결속의 기능을 하는 화제 층위
의 담화표지를 분석하였다.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가 생산한 발표 담화표지
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생산한 발표 담화표지를 비교한 결과, 모어 화자의 발표 담화표지 
사용 빈도가 더 높으며 모어 화자가 더 다양한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중국어권 학습자는 모어 화자에 비해 구어적 담화표지를 잘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어권 학습자로 변인을 제한하여 모어 화자와 담화표지 양상을 비교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발표 담화표지의 사용 빈도보다 중
요한 것은 발표 담화표지 사용의 적절성인데 이 부분이 간과되었다. 빈번한 담화표지의 사
용은 오히려 핵심 내용을 흐리게 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구어적 담
화표지가 격식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교수-학습 방안 연구는 학문 목적 발표 연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인데 
이에 대한 연구는 김성옥(2010), 이재은(2012), 정호진·강진숙(2012), 최유하(2012), 김유
리(2013), 이민아(2013) 등이 있다. 김성옥(2010)은 발표 능력 향상을 위한 발표 담화표지 
교육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발표 담화표지 사용 양상만을 분석한 기존의 논의와 달
리 사전 검사, 실험, 사후 검사를 통해 발표 담화표지 교수-학습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러나 연구자가 밝힌 바와 같이 통제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
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표 담화표지를 가르친 실험집단에서 교수-학습 효과
가 높은 것은 당연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처치를 위한 교수-학습
에서도 방법, 과정, 내용의 적절성과 적합성의 문제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1차시 교수-학
습 방안만이 소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재은(2012)은 발표 능력은 발표 기획 능력, 발표문 제작 능력, 발표 내용 전달 능력, 
자기 점검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면접, 질문지법, 발표 관찰 등을 통해 교육 내용을 
도출하여 한국어 발표 교육을 위한 과정 중심, 기술 중심, 과제 중심 교수요목을 설계하였
다. 방법적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방법과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구체적이
며 상세한 수준의 교수요목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밝힌 바와 같이 교수요목의 효
과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좀 더 유익한 논의가 되었을 것이다. 

정호진·강진숙(2012)은 외국인 유학생의 중도 포기 현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시사한국어 
교육을 위해 발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사한국어 강좌 현황, 시사한국어 강좌
의 교수자와 외국인 수강생을 대상으로 요구를 조사한 다음, 발표의 과정을 전, 중, 후의 
3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 전략을 제시한 후, 수업안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는 외국인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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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게 있어서 시사한국어 강좌의 중요성과 시사한국어 강좌에서 발표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논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가 발표력 신장, 시사한국어 능력 신장, 
한국어 능력 신장 중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머리말에서는 수업 방안을 
구성하는 목적이 발표력 신장이라고 하였으나, 발표하기를 시사한국어 수업을 위한 하위 
활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발표 후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한국어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유하(2012)는 교육적 도구로서의 PPT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며 읽기, 쓰기를 통합한 
PPT 발표 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실행 연구를 실시하였다. 학문 목적 학습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PPT 발표 과제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한 후, 수업 과제를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수업 
과제는 텍스트의 전체적 틀을 이해하며 읽은 내용을 교사가 제공한 PPT 텍스트 도식에 적
용해 보고, 유사한 주제의 텍스트를 읽으며 PPT로 도식화한 후 발표하는 것이다. 발표에
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PPT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는 점과 발표를 읽기, 쓰기와 통합적으
로 접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PPT 도식을 학습자에게 제공한 것은 읽기 텍스트를 구조화할 수 있는 도식일 뿐, 
실제 발표 수행을 위한 발표 보조 자료 작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방식은 학습자에게 
자율적이며 실제적인 발표 보조 자료 작성 능력을 길러줄 수 없다. 더불어 ‘발표’가 활동의 
마지막 단계에서, 읽은 내용을 PPT 도식을 활용하여 구조화한 자료를 동료 학습자들 앞에
서 말하는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발표 교육 방안을 표방하나 실제적
으로는 읽기 교육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김유리(2013)는 발표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외국인 유학생의 발표 
구성과 수행의 측면을 분석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발표에 대해 청중 평가를 실시함으
로써 효과적인 발표의 요소를 탐색하였다. 발표의 지엽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연
구 경향에서 벗어나 청중 평가를 통해 발표 담화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탐구하
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발표는 유목적적인 행위로 맥락, 목적(일반 목적 또는 학문 
목적 등), 대화 참여자 등의 요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연구 대상을 초점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대상이 연수생과 외국인 유학생으로 혼합되어 있어 연구 대상의 
특성이 불분명해졌다. 학습자가 발표에서 사용한 시각 자료까지 분석 대상으로 다루어 발
표 능력의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시각 자료에서 ‘가시성’만을 분석하고 
있어 좀 더 구체적이며 상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민아(2013)는 중국어권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명하기와 설득하기에 맞는 발표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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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조, 내용 전개 방식을 담화 구
성의 측면에서, 격식적 표현, 담화표지, 문장의 정확성과 같은 담화 표현의 측면을 분석하
여 학습자의 발표를 어렵게 하고 청중의 이해를 저해하는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원리와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언어 표현에만 주목하지 않고 구조, 내용 전개 
등의 담화 구성 측면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조성한 발표 환경은 텍스트를 제공한 
뒤 발표를 준비하고 바로 발표를 수행하는 것이는데, 이는 학문 목적 상황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맥락과는 거리가 있다.  

학문 목적 발표를 최초로 장르적 관점에서 연구한 이해영(2008)은 외국인 대학원생, 한
국인 대학원,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를 대상으로 담화 구조별 언어 표현, 문체, 
전달력,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그는 발표 내용의 구조는 비교적 양호하나 구조별 언어 
표현과 문체를 학습하고, 전달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발표 능력 향상 방안
으로 메타 활동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담화 구조와 언어 표현을 동시에 다루어 발표 장
르의 전체적인 상을 구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장르’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즉, ‘장르’가 함의하는 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분석 기준과 틀, 교수-학습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도입하여 사용하
고 있는 ‘장르’ 개념은 연구 방법이나 용어 사용을 볼 때 대부분 스웨일즈(Swales, 1990)
의 ‘장르’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스웨일즈가 주창한 ‘장르 분석’은 특수 목적 영어 연구에 
큰 파급력을 미쳤으나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탐색 중인 이론이므로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며 한국어교육에 적용 가능한 이론인지, 적용했을 때 어떤 시사점을 가져올 수 
있는지, 어떤 면에서 문제를 유발할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광범위한 연구 대
상(외국인 대학원생, 한국인 대학원,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등)과 다층적이며 폭넓은 분
석 기준(언어 표현, 문체, 전달력, 상호작용 등)을 통해 연구에 들인 공과 노력이 상당함을 
짐작할 수 있지만 양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해석이 아쉽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는 해당 연구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르에 대한 초기 연구가 갖는 일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초기 연구는 장르의 온전한 모습을 가늠하기 위해 전체적 양상을 조감하
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홍은실(2012a)은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의 발표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다. 그
는 1차 예비 설문 조사 후,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과 경
기 지역 6개 대학의 외국인 대학생 234명과 한국인 대학생 101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
하여 StataSE 12.0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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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학생 집단 간 요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발표 경험의 유무, 모범적인 발표에 대한 경험 유무에서 더 많은 수의 한국인이 경
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외국인은 한국인에 비해 보조 자료 작성에서 교육의 요구가 높
다는 차이가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의 설문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
문적 발표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에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할까 두렵다’와 ‘자료 수집 
및 내용 작성에 자신이 없다’라고 답하며 불안과 두려움을 보였다. 둘째, 모어와 외국어로 
발표할 때 ‘어휘 및 표현력’에서 가장 차이가 나며 ‘보조 자료 작성과 사용 방법’에서도 차
이가 날 것이라고 보았다. 셋째, ‘발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률
은 70% 이상이지만 ‘모범적이며 훌륭한 발표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24.1%로 매우 낮
았다. 넷째, ‘모어로 발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 87.5%가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다섯째, 84.8%가 ‘발표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는데, ‘발표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은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발표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는 ‘발표 내용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법,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방법, 발표 시 사용하는 어휘 및 표현’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우선 유학생들은 모범적인 한국어 발표 사례뿐만 아니라 모어 발표
에 대한 경험도 미흡하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한국어교육기관 수료 등급)이 높을수록 학
문적 발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한 발표 시 사용하는 어휘 및 표현과 같은 언어
적 교육 내용 외에 자료 수집, 발표 내용 구성, 보조 자료 작성 및 사용과 같은 부분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는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이 언어 지식에만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인식 조사, 교수-학습 방안, 발표 언어의 특질 등 일반적인 
수준의 논의에 그치고 있으며 심도 있는 연구는 부족하다. 최근 들어 발표자의 화용언어적 
문제와 사회화용적 문제, 장르적 접근, 심층적인 인식 조사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지만 
향후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특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다각적이며 심
층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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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및 대상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발표의 본질과 특성을 규명하여 논의의 출
발점을 마련하기 위해 이론적 차원의 문헌 연구를 한 후,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 
양상과 그에 영향을 미친 배경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을 위한 내용과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표 Ⅰ-1>과 같다. 

순서 연구 방법, 연구 절차 연구 대상 및 자료

Ⅱ장 문헌 연구 ◾ 문헌 고찰을 통한 학문 목적 발표 장르 교육의 이론적 
기틀 마련

Ⅲ장
양상
분석

사례 
연구 담화 분석

◾ 중국어·일어·베트남 어·몽골 어권 학부 과정 한국어 학
습자의 22개 발표 담화 수집
◾ 사례 선정 절차 및 분석 틀 구축
◾ 우수 수준, 보통 수준, 기초 수준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사례 선정
◾ 담화 층위에 나타난 형식 구조, 주제 전개 방식, 단위
화제 간 의미 관계, 단위화제 내 의미 구성 양상 분석
◾ 어휘 및 문법 층위에 나타난 기초 어휘의 선택 및 사
용, 사고도구어의 사용, 문법적 오류 양상 분석
◾ 음운 및 음성 층위에 나타난 분절음, 발화 속도, 휴지, 
말더듬 양상 분석

Ⅵ장
배경
요인
분석

사례 
연구

질적 자료 
분석

◾ 심층 면담을 통해 Ⅲ장에 영향을 미친 언어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의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 배경 요
인 분석
◾ 발표 학습의 내용과 방법 확인을 위한 사례별 학습한  
한국어 교재 분석 

Ⅴ장
교육
설계

문헌 연구 및 
사례 연구 

◾ Ⅱ, Ⅲ, Ⅳ장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을 위한 내용 및 방법 설계

<표 Ⅰ-1> 연구 방법, 대상 및 절차

Ⅱ장에서는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학술 담화(aca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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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rse), 화법(speech communication), 장르(genre),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KAP: Korean for Academic Purpose), 학문 목적 영
어교육(EAP: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등 여러 분야의 문헌 연구를 통해 학문 목
적 발표 장르의 본질을 확인한다. 실천적 행위로서의 학술 담화의 장 안에서 상호 문화적 
장르로서의 학문 목적 발표를 정의하고, 그에 관여하는 요소들을 규명하며, 학문 목적 발
표 능력의 구성 요소를 재구할 것이다. 

Ⅲ장과 Ⅳ장에서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 목적 발표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
친 배경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5) 중 사례 연구를 택하였다. 본고는 전형
적인 발표의 담화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 양상을 기술하고 학습자 배경 요인을  
탐색하는 심층적 관찰과 분석에 목적을 두는데, 사례 연구가 ‘현상과 맥락간의 경계가 불
분명한 경우 다층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현재의 현상을 실제 삶의 맥락 안에서 연구하는 경
험적 탐구(Yin, 2008)’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Ⅲ장에서는 담화 분석, Ⅳ장에
서는 자료 분석을 통하여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Ⅲ장에서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 분석 결과를 기술할 것이다. 사례 선정 절
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Ⅲ장 1절에서 상술하며 여기서는 이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한다. 질적 연구에서는 보고자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믿을 만한 사
례들을 타당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료 수집 단
계에서는 이론적 표본 추출 원리를, 사례 선정 단계에서는 유목적적 표본 추출 전략을 사
용하였다. 대학 수업에서는 발표를 수행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범위 및 특성을 사전에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이론적 표본 추출에 따라 한국어 수준, 모어, 담화 유형 등의 기준을 정하
여 단계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새로운 양상이 관찰되지 않는 이론적 
포화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표본 추출을 중단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표본 중에서 연구 대
상 즉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서 외국인 대학생의 학문 목적 발표 양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
면서도 각 유형의 극단적 특성이 확인되는 표본, 정보가 풍부하며 하위 집단의 설명 및 비
교가 가능한 표본, 모어나 발표 경험, 교육 경험 등 다양한 배경 요인을 지닌 연구 과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다섯 사례를 선정
하였으며, 이 사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담화 층위에서의 형식 구조, 주제 전개 방식, 단위

5) 학부 수업에서의 발표는 곧 대학생들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이며 맥락적 접근이 필요한 장르

이자 언어 행위이기 때문에, 삶 자체를 탐구 대상으로 보고 맥락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현상학적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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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간 의미 관계, 단위화제 내 의미 구성, 어휘 및 문법 층위에서의 기초 어휘의 선택 및 
사용, 사고도구어의 사용, 문법적 오류, 그리고 음운 및 음성 층위에서의 분절음, 발화 속
도, 휴지, 말더듬 양상의 분석 결과를 기술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학습자와의 심층 면담(표준화된 개방형 면담), 학습자가 학습한 한국어 교
재, 발표 관련 자료(보고서, PPT, 사진 등) 등의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해  Ⅲ장의 발표 양상
에 영향을 미친 배경 요인을 탐색할 것이다. Ⅴ장에서는 Ⅲ장과 Ⅳ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내용 범주와 내용 요소를 상세화한 후, 
습자 유형별 실제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예시할 것이다. 그리고 Ⅵ장에서는 논의를 요약
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할 것이다.

본 연구는 Ⅲ장부터 Ⅴ장에 걸쳐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인 사례 연구 
유형6)은 설명적 사례 연구(explanatory case study), 집합적 사례 연구(collective case 
study), 도구적 사례 연구(instrumental case study)이다. 본 연구는 학문 목적 발표 양
상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나는가를 밝힌 후, 이를 토대로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본고의 Ⅲ장에서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가 어떻게 수행되었
는지를 사례별로 분석하고, Ⅳ장에서는 사례별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해 왜 그러한 양상이 
일어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설명적 사례 연구를 선택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
국어 능력, 모어, 발표 및 학업에 대한 태도, 한국어 학습 경험, 발표 경험이 천차만별이
다. 이러한 학습자의 배경 요인을 살펴보지 않고 발표 양상만을 분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므
로 다양한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배경 요인을 탐구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다양한 배경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수의 사
례를 분석하는 데는 집합적 사례 연구 방법이 타당하다. 또 Ⅲ장과 Ⅳ장에서 분석한 사례 
연구 결과로부터 Ⅴ장에서 학문 목적 발표 교수-학습 이론을 도출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6) 사례 연구의 유형은 사례의 수에 따라 단일사례와 중다사례로, 학문적 지향에 따라 문화기술

사례 연구, 역사적 사례 연구, 교육적 사례 연구 등으로 나뉜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이다. 스테이크(Stake, 1995)는 내재적, 도구적, 집합적 사례 연구로 분류

하였는데 각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내재적(intrinsic) 사례 연구는 사례의 본질을, 도

구적(instrumental) 사례 연구는 다른 대상이나 사건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집합

적(collective) 사례 연구는 다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인(Yin, 2008:

7-10)은 탐색적, 설명적, 기술적으로 분류하는데 탐색적(exploratory) 사례 연구는 현상을

설명하거나 특정한 결과를 예측하고자 할 때, 설명적(explanatory) 사례 연구는 연구 문제

가 ‘어떻게’, ‘왜’와 관련이 있을 때, 기술적(descriptive) 사례 연구는 연구문제와 관련된 현

상들에 대해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자 할 때 적합하다.



- 14 -

로부터 이론으로 신중하게 확장하고자 하였으므로 도구적 사례 연구이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만을 사용해서 논지를 전개하여 그럴 듯하

게 연구 결과를 꾸미는 ‘선택적 그럴듯함(selective plausibilization: Flick, 2009)’으로 
인해 비판받아 왔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견고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이론적 표본추
출(Glaser & Strauss, 1967), 유목적적 표본 추출 전략(Patton, 1990)7), 삼각측정 또는 
삼각화(Triangulation:  Denzin, 1978) 등 질적 연구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장치를 복합적
으로 사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론적 표본 추출은 자료 수집단계에서, 유목
적적 표본 추출 전략은 사례 선정 단계에서 활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삼각측정은 연구 전
체에 반영되어 있는데, 자료, 조사자, 이론, 방법을 다원화하여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
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학문 목적 담화 자료를 다층적으로 수집하였으며, 사례들을 선정
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 외의 조사자를 다수 포함하였고, 학문 목적 발표 장르를 구축하기 
위하여 장르 이론, 한국어교육, 화법 교육을 이론적으로 종합하여 탐색하는 학제적 접근을 
취하였으며, 담화 분석, 장르 분석, 심층 면담, 문헌 분석 등 다원적인 방법으로 사례 연구
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삼각측정을 통해 연구 절차의 폭과 깊이를 심화한 후, 얻은 연구 결과에 대해서
는 이론화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학문 목적 발표의 맥락과 각 사
례의 조건에 한하여 이론화를 추구하지 않고 일반화를 지향하게 되면 맥락이 사례에 반영
되는 질적 연구 방법의 강점이 상실되기 때문에 본고는 본 연구 사례 유형과 학문 목적 발
표 맥락에 한하여 이론의 일반화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7) 덴진(Denzin, 1978)은 자료, 조사자, 이론 그리고 방법의 삼각측정을, 글레이저·스트라우스

(Glaser & Strauss, 1967)는 근거이론을 위한 표본 추출의 방법으로 이론적 표본 추출을,

패튼(Patton, 1990)은 유목적적 표본 추출의 16가지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방법

들은 질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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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배경

본 장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
해 학문 목적 발표와 관련된 연관 학문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문 목
적 한국어를 외국어로 접근할 때 파생되는 문제들을 발견하였으며 유연한 관점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를 제이언어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제 구어 의사소통의 
행위로서 학문 목적 발표가 복합성, 역동성, 개방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르적 접근
을 취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문 목적 발표에 대한 장르의 본질
을 규명하기 위하여 장르 이론과 활동 이론을 바탕으로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개념, 요
소, 그리고 학문 목적 발표 능력을 재개념화하였다. 

1.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을 위한 전제

1) 학문 목적 한국어의 제이언어적 성격
화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위상을 갖느냐에 따라 교육적 접근이 달라지므로 언어의 

위상을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언어 사용의 주체가 누구인
가에 따라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와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
국어의 이분법적 분류를 취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 학
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등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중의 구성이 복잡해지고, 그들의 삶이 한
국어 사회에 스며들면서 종래의 이분법적 분류만으로는 한국어를 설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하나의 목표 언어는 동일한 언어 사용자의 삶, 언어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위상으로 변
화되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여성
은 자신의 모어 능력이 확립되고 성인이 된 후 한국으로 건너 와 한국어를 배운다. 이들이 
한국으로 오기 전 자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어가 외국어이나 이들이 한국 사회에 거
주하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사용하면 이때에는 한국어가 제이언어이다. 한국어 학습 시기, 
언어·문화적 참조 집단이 존재하는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한국어는 엄연히 제이언
어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한국어 외의 언어를 모어로 접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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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를 모어로 접하였는가, 출생 직후 어머니나 아버지의 나라에 보내어졌는가, 중도에 
한국에 귀국하였는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한국어의 위상이 달라진다. 이처럼 언어는 언
어 사용의 주체 외에도 언어 사용자의 언어 학습 시기, 언어 사용자의 언어 사용 환경, 참
조 문화 집단의 존재 여부, 해당 언어의 사회 제도적 힘 등에 따라 언어의 성격이 구분되
어진다. 

해당 언어를 학습한 시기가 출생 후 조기에 해당하면 제일언어라고 하고, 제일언어를 
습득한 후 배우는 언어는 제이언어라고 한다. 그러나 제이언어는 언어 사용 환경, 참조 집
단의 존재에 따라 제이언어, 외국어, 국내어, 국제어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는 일찍이 
스턴(Stern, 1983: 심영택 외, 1995: 20)8)에 의해 <표 Ⅱ-1>과 같이 목표 언어의 사용 환
경과 특정 언어·문화적 참조 집단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제이언어 학습, 국내어 학습, 외국어 
학습, 국제어 학습으로 나누어졌다. 

특정 언어·문화적 
참조 집단 존재

특정 언어·문화적 
참조 집단 부재

국내에서 사용 제이언어 국내어(모어)
국외에서 사용 외국어 국제어

<표 Ⅱ-1> 언어의 구분 (Stern, 1983: 심영택 외, 1995: 20 재인용) 

그에 따르면 목표 언어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면 제이언어, 해당 국가 밖에서 사용되
면 외국어이다. 즉 언어와 문화를 참조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하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
우고 사용하면 제이언어, 참조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학습자의 자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
면 외국어인 것이다. 국내어와 국제어는 언어와 문화 참조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구분으로 영어를 예로 들 수 있다. 인도와 같이 영어가 모어처럼 사용되는 국가에서는 영
어가 국내어인데 반해 국제회의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할 경우에는 영어가 국제어가 
된다. 동일한 목표 언어라고 할지라도 언어 습득 시기, 언어 사용 환경, 언어·문화 참조 집
단의 존재 여부에 따라 제이언어, 제일언어(국내어 또는 모어), 외국어, 국제어 등으로 구
별된다. 한국어를 국내어나 국제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는 배제하고 모어, 
제이언어, 외국어의 구분9)을 따르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용하다. 

8) ‘제이언어’와 ‘외국어’에 대한 개념적인 구별은 조건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중

요한 것은 ‘제이언어’와 ‘외국어’의 존재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9) 이러한 분류는 최정순(2006), 서혁(2007)에서 이미 제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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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도 한국어는 상황에 따라 외국어가 되기도 하고 제이
언어가 되기도 한다. 자국에서 한국학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울 때에는 한국어가 외
국어이며,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한국 교육 기관에서(제도권에서)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중의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한국어가 제이언어이다. 이때 각 상황에 각기 다른 한국어 학습
자가 존재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한국어 학습자가 여러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즉, 동일한 한국어 학습자가 자국에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다가 이들이 한국으로 유학
을 오거나 한국 내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한국어를 제이언어로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목표 언어 사용의 주체가 누구인가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언어 습득 및 사용의 목적, 언
어를 사용하는 가정, 교육 기관, 사회적 환경10) 등을 두루 살펴 한국어의 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가 제이언어라는 본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의 삶이 비교적 영속적인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만 
제이언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와의 
결속성 그리고 영속성에 주목하여 외국인 유학생은 단기간 한국에 머무르며 상대적으로 
결속성이 약하다고 본다. 그러나 본고는 외국인 유학생이 지금, 여기에서 한국어를 사용하
는 상황에 초점을 두어 이들에게도 한국어는 제이언어라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체류 기간이나 한국 사회와의 결속성은 상대적인 것으로 결혼이주여성과 
비교하면 약할 수 있으나 어학연수생과 비교하면 한국 대학이라는 제도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강한 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속성은 현재 결정된 것이 아니라 대학 졸업 후 한국
인 배우자를 만나거나 한국 기업에 취직하여 한국에서 삶을 지속해 간다면 더욱 강력해 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삶의 변화를 통해 한국에서 한국어 사용의 영속성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생의 한국어 습득 시기, 사용 목적, 언어·문화 참조 
집단의 존재 여부, 한국 사회와의 결속성, 영속성, 문식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들에게 한국어는 명백히 제이언어의 지위를 갖는다.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한국어가 제이언어라는 것은 인지·학문적 언어숙달성(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이하 CALP, Cummins, 1979, 1981, 

10) 이러한 견지에서 김영란(2009)은 한국어 사용자의 가정 문식 환경, 교육 기관 문식 환경,

사회 문식 환경에 따라 한국어 학습자의 유형을 12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한국어와 여타 언

어의 문식 환경으로 구분하였는데 특히 가정 문식 환경은 한국어 외의 언어를 언어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추가적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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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의 측면에서 ‘제이언어’와 ‘모어’가 중첩되는 영역이 있다는 의미이다. 즉 외국인 
대학생의 인지·학문적 언어숙달성은 학습자의 모어에서 형성되었으나 모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도 인지·학문적 언어숙달성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 사
용의 측면에서는 목표 언어인 ‘한국어’가 중의성을 지닌다. 외국인 유학생이 초기에 한국
어를 학습할 때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로서 출발하였으나 현재 대학에서 모어 화자와 
함께 학문 담화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구축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이때의 한국어
는 모어로서의 한국어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특질을 모두 지닌다. 이는 제이언어의 교
육 내용에 제일언어의 교육 내용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제이
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내용과 모어, 국어 교육, 한국어교육의 공통적인 인지적, 학술적 
숙달성을 반영한 교육 내용 마련이 필요하다. 목표 언어 환경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며, 대
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숙달도 수준과 주변에서 한국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2) 학문 목적 발표 관련 이론 고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 목적 발표는 ‘학문 목적 상황’과 ‘제이

언어로서의 한국어’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말하기 행위이다. 언어 사용자는 외
국인 유학생이지만 그들이 놓인 상황과 한국어의 지위는 모어 교육(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에 걸쳐 있다. 그러므로 모어 화법 교육과 한국어교육, 외국어 교육 등에서 발표 교육
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합적 고찰
은 한국어교육에 화법 교육 내용이 의의가 있음을 밝히며 한국어교육학, 화법론, 국어교육
학, 국어학 등 학제적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한 전은주(2009)의 논의와도 일맥상통한다. 

먼저 화법교육에서 발표, 학문 목적 말하기 교육의 논의를 살펴보면, ‘화법(speech 
communication)’은 일반적으로 구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화법 교육은 주로 
제일언어로서 다루어져 왔다. 화법 교육에서 발표와 관련된 용어로는 ‘대중 화법, 대중 의
사소통, 스피치, 공식적 말하기, 프레젠테이션’ 등이 있다. 발표의 대상이 되는 청중에게 

11) BICS/CALP의 구분은 언어 숙달도를 단순하게 이분화하였다는 비판(Scarcella, 2003;

Valdes, 2004; Wiley, 1996; Edelsky et al., 1983; Martin-Jones & Romain,

1986; MacSwan, 2000; Cummins, 2008:78 재인용)을 받았으나 커민스(Cummins,

2008)가 밝힌 바처럼 BICS와 CALP는 개념적 구분일 뿐 전체 언어 숙달도를 이분화한 것

이 아니다. 이러한 개념적 구분은 정책적 차원이나 실행의 차원에서 유용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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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는 경우 ‘대중 화법, 대중 의사소통’을, 의사소통 ‘상황’과 ‘목적’을 강조하는 경우 
‘스피치’를, 매체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한다.

청중인 대중을 강조한 입장으로는 이창덕·임칠성·심영택·원진숙(2000), 이도영(2010)이 
있다. 전자는 대중 앞에서 혼자 이야기하는 설명, 연설, 유머 등의 대중적 말하기와 듣기의 
방법을 ‘대중화법’으로 보고 이를 목적에 따라 정보 전달적 화법, 설득적 화법, 기타 대중 
화법으로 분류하였다. 후자는 화자가 한 명이지만 청자는 다수인 공식적 상황에서의 말하
기와 듣기가 ‘대중 의사소통’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발표의 구체적 장면으로 들어가면, 특
히 학문 목적 발표에서 는여러 학생이 팀을 이루어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과연 발표자를 한 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의사소통의 상황과 목적을 강조한 이상철·백미숙·정현숙(2007)과 임태섭(2003)은 ‘스피
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상철 외(2007)에서는 ‘공적 상황에서 청중들에게 구두로 전
달하는 의도적이며 목적지향적인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임태섭(2003)에서는 
‘스피치’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대신 스피치의 종류를 상황과 목적에 따라 나누었다. 상
황에 따른 스피치로는 발표, 진행, 참여, 대화를, 목적에 따른 스피치로는 설득 스피치, 정
보제공 스피치, 유흥 스피치, 격려 스피치를 제시한다. 다수의 화자를 전제하지 않는 대화
를 스피치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 여기서의 스피치는 ‘화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매체’ 사용을 강조하며 ‘프레젠테이션’이란 용어를 택한 경우는 나은미(2007)와 유혜원
(2009)이 있다. 나은미(2007: 40)는 프레젠테이션을 문자나 영상 자료 등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하는 내용을 구성하고 구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를 상대방에
게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유혜원(2009)은 프레젠테이션을 공식
적 말하기인 발표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며 시각 자료의 제작과 활용에 주목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발표’12)는 다수의 청중 앞에서 행하는 공식적인 말하기 유형으
로 특수한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는 데는 논자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발표의 위상은 천차만별이다. 구어 의사소통을 총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12) 화법 교육에서 이루어진 발표 교육 연구의 주제는 교육 내용 구성 방안(박미영, 2007; 유혜

원, 2009), 평가(나은미, 2007; 나은미, 2010), 담화표지, 부차언어, 동작언어 등 언어 양

상(박미영, 2010; 손세모돌, 2002a; 손세모돌, 2002b; 도원영, 2008), 교육 방안(김유미,

2012), 말하기 불안(김지연, 2007; 윤철민, 2011)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방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연구들을 주제별로 묶을 수 있

는 것으로 보아 화법 교육에서 발표 교육의 이론적 기초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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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기도 하며, 구어 의사소통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구어 의사소통의 하위 
유형으로 발표를 제시한 경우(임태섭, 2003)도 있지만 하위 유형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이창덕 외, 2000)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발표를 거시적 관점에서 스피치와 동등한 
층위에서 논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박미영(2007: 498)은 ‘스피치’는 음성학에서 말, 발
화의 의미로도 사용되므로 용어가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며 스피치 대신에 공적 말하기를 
의미하는 ‘발표’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발표의 범위가 매우 확대되어 격식
성을 갖춘 대중적 말하기인 연설, 토론, 연구 발표,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담화 유형이 
발표에 포함되는 문제가 생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화법 교육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말하기 교육(전정미, 2002),  
대학에서의 화법 교육(문금현, 2000), 교양 교육으로서 화법 교육(김미선, 2008; 최석재, 
2010) 등이 있다. 한편 최근 들어 ‘대학 화법’이라는 용어가 최웅환(2004) 이래 박미영
(2007), 전은주(2007a, 2007b)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대학 화법 교재,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안 연구이다. 대학 
화법 교육은 전공으로서의 화법 교육과 교양으로서의 화법 교육으로 나누어진다. 대학 화
법 교육의 목적은 특정한 유형의 말하기 능력 향상에 있지 않고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통
한 원만한 인간 관계의 형성(문금현, 2000)’에 있으므로 발표, 토론, 토의, 대화 등 다양한 
말하기 유형을 다루고 있다. 최근 들어 대학에서의 화법 교육에서 공적 말하기보다 대화와 
같은 사적 말하기를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김미선, 2008)이 대두되고 있다. 대학 화법의 
목표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이므로 사적 말하기를 가르쳐야 한다
는 주장은 일리가 있으나 그렇다고 사적 말하기만을 강조한 채 공적 말하기 교육의 중요성
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대학 화법 교육은 공적 말하기와 사적 말하기를 균형 있게 다루어
야 한다. 편향된 시각으로 한 부분에만 치중하여 구성한 교육 내용을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단계적으로 배우도록 
해야 한다. 

대학 화법 교재는 발표를 대부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발표의 준비 과정, 발
표의 담화 구조, 발표의 기술 등을 교육 내용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 겪는 
학문 목적 상황을 고려한 발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거의 유일하게 학문 목적 발표
를 다루는 교재로 김복순(2007)이 있다. 이 교재에서는 발표의 한 유형으로 ‘학술적 발표’
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대학에서 교양기초교육과 전공교육 전반의 내용과 관련하여 수업
시간에 실시하는 발제발표”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학술적 발표는 요약 발표가 아니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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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전체 과정을 보여 주는 발표로, 학술적 탐구의 측면에서 문제의 필요성, 자료 
수집 단계, 정리, 문제 제기, 대안 제시 등 전체 과정을 폭넓게 제시하며, 화술보다 창의적 
사고력이 드러나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재들에서는 일반 
목적 발표를 다루며, 문제 제기 능력, 창의적 사고력과 같은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이처럼 화법 교육에서는 ‘발표’에 대한 개념적 합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발표가 화
법 연구 대상이나 화법 교육 내용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삶을 
반영하는 언어 행위를 언어 교육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발표’는 일상생
활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구어 유형이므로 용어 및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 발표 교육의 위상
이 확립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구어 의사소통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는 발표(예를 
들어 대학 화법)의 실제적인 모습을 탐구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하는 등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대학 화법’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대학에서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화법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연구가 진행된 것은 고무적이다. 

다음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에서의 학문 목적 한국어를 보는 관점과 학문 목적 한국
어 발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겠다. 최정순(2006)은 ‘한국어’가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므로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국어를 ‘제일언어로서의 한국어, 외
국어로서의 한국어, 제이언어로서의 한국어’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의 하위에 어느 정도까지의 숙련도에 이르러야 하는 ‘공통 한국어’를 두고 이 지점을 지나
면 ‘일반 목적의 한국어’와 ‘특정 목적의 한국어’로 나누며, ‘특정 목적의 한국어’는 ‘학문 
목적, 직업 목적, 선교 목적’ 등으로 세분하였다. 한국어에 대해 이러한 상세한 한국어 분
류는 한국어의 사용 환경이나 언어 사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다만 제이언어
로서의 한국어도 다양한 하위 유형을 취할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 

박석준(2008)은 학습자가 처한 상황이나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 등을 간과한 채 일반 목
적의 한국어와 학문 목적 한국어로 분류하는 이분법적인 접근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초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도 특수한 목적을 지니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으므로 공통 한국어를 
지난 지점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와 특수 목적 한국어로 분리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의 하위 유형으로 공통 한국어, 교양 
한국어, 전공 한국어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교양 한국어와 전공 한국어의 용어 선정과 용
어 간의 관계에 나타난 비체계적 위계성에 문제가 있다. 교양 한국어와 전공 한국어를 대
비하여 제시할 때에는 대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나, 대학 내 타교과목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용어가 성립하기 어렵다. 교양 영어를 예로 들면 교양 영어는 교양 교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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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필요한 영어가 아니라, 영어를 교양 수준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을 가리킨다. 또 다
른 문제는 최정순(2006)에서는 문지방등급(threshold level)의 개념으로 수준을 지칭하던 
‘공통 한국어’를 교양과 전공 교과목의 분야를 나누어 가리키는 개념들과 동일한 선상에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급증하는 학문 목적 한국어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이를 학문
적으로 정립하고자 한 시도들로 그 가치가 충분하다. 학문 목적 한국어의 위상을 수립하고 
한국어교육의 대상으로서의 한국어와 학문 목적 한국어를 세분화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의 위
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는 제일언어로서의 한국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제이
언어로서의 한국어, 제삼, 제사언어 이상의 한국어교육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외국인 대학
생에게 학문 목적 한국어는 외국어, 제이언어, 제삼언어, 제사언어 등일 수 있다. 

학문 목적 발표 교육 연구는 연구사에서 상술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한 기술을 
생략하고 ‘학문 목적 발표’에 대한 용어만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
용하는데 이는 학계에서 학문 목적 발표의 개념에 대해 공통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합의된 교육 내용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적 기틀이 확립되지 않았다
는 뜻이기도 하다. 학문 목적 발표(이민아, 2013), 학문 목적 학습자의 말하기 발표(홍윤
경, 2011), 학문적 구두 발표(이해영, 2008; 김윤희, 2005; 김성옥, 2010), 학문적 발표(최
은지·정명숙, 2007), 학문 목적 학습자의 발표(이재은, 2012), 학부 강의 중 PPT 발표(최
유하, 2012) 등 다양한 용어가 존재한다. 이들의 논의로부터 학문 목적 발표의 개념을 재
구성하면 ‘학문 목적 상황에서의 대중적이며 공식적 말하기’ 정도로 압축된다. 학문 목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정할 것인가, 대중적이며 공식적인 말하기의 기능은 무엇인
가, 발표 참여자들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학문 목적 발표 과제는 어떠한가 등 구체적인 내
용을 탐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은 쓰기에 편중되
어 있던 학문 목적 한국어 연구 주제가 말하기 기능, 말하기의 하위 유형인 발표로 확장되
고 심화되도록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교육에서의 학문 목적 발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겠다. 학문 목적 
한국어(KAP) 교육의 ‘학문’은 'academic'을 번역한 것으로 영어 교육의 학문 목적 영어
(EAP) 교육13)에서 유래되었다. 학계에서 영어가 국제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면서 25년 

13) 조던(Jordan, 2002: 73)에 의하면 영국에서 1974년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가 처음 언급된 이후 1975년에는 ‘English for Academic Study’가 사용되었다. 197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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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학문 목적 영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학문 목적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학문 목적 영어의 급속한 성장으로 학문 목적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은 유보되었다. 학문 
목적 영어 교육은 일반적으로 매우 간단하게 “학습자가 영어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어 교수”라고 정의된다(Flowerdew & Peacock, 
2001: 8, Jordan, 1997: 1). 실제로 나타나는 학문 목적 영어의 범위는 학습 기술부터 일
반적인 영어까지 매우 광범위하지만 학술적 상황에서 특정 그룹의 특수한 의사소통적 요
구를 위해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Hyland & Hamp-Lyons, 2002: 2). 

힐란드(Hyland, 2009)는 ‘Academic Discourse’를 “학문 공동체에서 언어를 사용하고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며, 교재, 에세이, 학회 발표, 논문, 강의, 학술지 등을 포함
한다고 보았다. 스웨일즈(Swales)가 1990년에 발간한 ‘Genre Analysis’에서 ‘academic’
과 ‘research’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 2004년 출간한 ‘Research Genres’에 ‘English 
for Research Purpose(ERP)’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대학원생이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된 
언어 장르를 ‘연구 장르(research genre)’라고 별도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 장르’는 박사 
논문 발표, 연구 회의, 박사 논문, 학술지 등 구어와 문어를 모두 아우른다. 

또한 두샤크(Duszak, 1997: 17)도 연구 환경과 교육 환경에서의 의사소통을 모두 학문
적 의사소통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암시한다. 그는 폴란드의 경우 "과학적 스타
일(scientific style)"이라는 용어는 과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과학을 다루는 동등한 관
계에서 정보 교환이 일어날 때 사용한다고 말한다. 반면 교육과 같은 학문적 목적을 위해 
과학과 관련된 주제를 전달할 때는 “대중 과학적 스타일(popular scientific style)”이라고 
한다. 그는 학문의 장에서 동등한 관계에서 연구를 할 때와 교육을 위해 지식이 전달될 때 
의사소통의 형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포착하였다. 

이상 화법 교육, 한국어교육, 외국어 교육에서의 학문 목적 발표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
으로 고찰하였을 때 학문 목적 발표라는 장르에 대한 인식은 존재하고 있으며 학문 목적 
발표 장르 특질, 학문 목적 발표 교육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각 학문에서 공통적으로 인
식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 목적 한국어를 외국어, 제이언어 중 무엇으로 인식할 것인가, 
‘발표’라는 개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EAP와 EOP(English for Occupational Purposes)의 차이에 대한 고찰이 있은 후 1976

년부터 EAP가 통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에서도 1977년부터 EAP가 통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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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문 목적 발표에 대한 장르적 접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장르는 “『문학』 문예 양식의 갈래. 특히 문학에서

는 서정, 서사, 극 또는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따위로 나눈 기본형을 이른다.”14)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장르 입장을 반영한 정의이다. 전통적인 장르론은 텍스트
의 유형화를 목표로 하였으나 최근 수사학, 신수사학, 인류학, EAP, 체계기능언어학 등에
서는 장르를 문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언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며, 텍스트
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하이온(Hyon, 1996)은 장르론을 체계기능언어학(SFL: System Functional Linguistics, 
이하 SFL)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시드니학파, 스웨일즈로 대표되는 특수 목적 영어(ESP: 
English for Specific Purpose, 이하 ESP) 그리고 장르 지식을 중시하는 신수사학파(NR: 
New Rhetoric, 이하 NR)의 세 갈래로 나눈다(Johns et al, 2006: 234). 플라워듀
(Flowerdew, 2002)는 이를 언어학적인 부류와 비언어학적인 부류로 나누어 이분법적으로 
본다. 언어학적 부류로는 특수 목적의 영어와 시드니학파를, 비언어학적 부류로는 신수사
학파와 같이 분류하였다. 바와르시·라이프(Bawarshi & Reiff, 2010)는 문학에서의 장르, 
언어학-체계 기능 언어학에서의 장르, 언어학-ESP에서의 장르, 신수사학(원문에서는 수사
적 장르 학파, Rhetorical Genre Studies)의 네 갈래로 나눈 바 있다. 본고는 문예 양식
의 갈래를 나누는 문학에서의 장르 개념은 연구 대상이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하이온의 분
류 체계를 바탕으로 각 학파의 장르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겠다. 

먼저 체계기능언어학은 파롤(언어 사용)보다는 랑그(언어 체계)에 초점을 두므로 장르를 
문화 차원에서 거시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할리데이(Halliday, 2004: 28)는 특정 상황
(context of situation)에 기반한 언어 활동의 예시(instance)들이 텍스트(text)이며, 텍스
트가 패턴을 갖게 되어 언어의 기능적 다양성을 실현하면 그것은 사용역(register)이라고 
하였다. 사용역들의 전형(repertoire of registers)은 바로 텍스트 유형(text type)이다. 사
용역은 언어 체계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언어 체계는 “문화 맥락(context 
of culture)”에서 구축되며 이 언어 체계가 장르에 해당한다.

ESP에 터한 스웨일즈는 장르를 “공동의 의사소통 목적을 공유하는 구성원 간 일어나는 
의사소통 사태”라고 정의하였다(Swales, 1990: 58). 이는 장르를 문화 맥락에서 구축된다
고 본 견해와는 상반되는 매우 미시적인 관점이다. 일상의 언어 사태라는 매우 미시적이며 

14) http://stdweb2.korean.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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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언어 양상을 장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후 그는 이 정의의 가치와 유용성을 확
신할 수 없게 되어 2004년 ‘Research Genres’라는 저서에서 비유를 들어 장르를 재규정
한다. 장르는 사회적 행위의 틀(frames of social action)이자 언어 표준(language 
standards)이며, 생물학적 종(biological species)이자 가계와 원형(families and 
prototypes)이며 제도(institutions)이며 화행(speech acts)이라고 보았다(Swales, 2004: 
61-68). 

2005년 AILA(Association Internationale de linguistique Appliquée 또는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학술 대회에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힐란드(Ken Hyland), 폴트리지(Brian Paltridge), 라이프(Mary Jo Reiff), 타르디
(Christine Tardy), 바와르시(Anis Bawarshi), 코(Richard M. Coe), 존스(Ann M. 
Johns) 등 장르 연구로 유명한 학자들이 제이언어에서의 장르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이
때 제이언어 쓰기를 활발하게 연구하는 힐란드는 장르를 “언어 사용이 사회적으로 지각된 
방식(socially recognized ways of using language)”이라고 정의한다. 장르는 사회를 담
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장르 사용 공동체 밖에 위치하는 초심자
(novice)가 적절한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숙달도가 낮은 학생이 반
드시 언어 형태를 먼저 습득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언어 숙달도와 상관없이 학문 공동
체의 청중들의 가치 체계를 익혀야 한다고 한다.15) 

이어 NR의 입장에서 코는 장르를 텍스트 유형이나 상황이 아니라 텍스트 유형과 수사
적 상황의 기능적 관계라고 보았다. 작가의 목적, 상황 등과 텍스트는 유동적 관계이기 때
문에 상황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장르라는 개념이 살아남은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장르를 “다양한 상황에 반응하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전략들로 이루어진 문화적으로 전형
적인 구조”라고 정의한다(Johns et al., 2006)16). 장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에는 차이가 
있으나 위의 논의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언어 행위를 단순히 텍스트 유형으로 파
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언어 활동의 맥락, 의사소통 목적, 사회적인 행위 등의 중요성 
그리고 이러한 상황적, 사회적 요인과 언어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15) 힐란드(2005)에서 담화 공동체의 수사적인 선호가 자신과 독자를 구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다른 담화 공동체의 일원으로 행동하는 작가에 의해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를 연구하였다. 망설임, 확신, 태도가 드러나는 표지와 대명사 등의 언어적인 형태

는 작가의 입장(stance)과 독자 인식(engagement)을 드러내게 된다.

16) 존스 외(Johns et al., 2006)는 학자들이 제이언어에서의 장르에 대해 발표한 내용과 토론

을 정리한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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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L과 ESP는 장르 안에서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휘-문법적, 수사적 실재
에 집중한다. 언어적 자질이 사회적 맥락 및 기능과 밀접하다고 보며 명시적 교수법을 강
조한다. 그러나 SFL과 ESP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적용 대상이 다르
다. SFL은 호주의 경제·문화적으로 뒤떨어진 학령기의 아이들이 대상이며, ESP는 미국이
나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원 수준의 비원어민화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둘째, 초
점을 둔 장르가 다르다. SFL은 학령기 아이들이 전문적이거나 학문적인 장르를 접할 기회
가 없으므로 설명하기, 묘사하기 등과 같은 “전-장르(pre-genre)"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에 ESP는 학술 담화 공동체가 명확하며 실제적인 장르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맥락에 대
한 이해가 다르다. SFL은 전-장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맥락이 매우 거시적 수준
(macro level)에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해 ESP에서는 장르의 의사소통적 목적
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맥락도 구체화되어 정의된다(Bawarshi & Reiff, 2010: 
42-44). 그리고 NR은 장르가 기반하고 있는 담화 공동체 구성원의 태도, 믿음, 가치, 행동
과 장르의 목적과 기능이라는 상황적 맥락에 초점을 맞춘다(Flowerdew, 2002). 

텍스트와 맥락의 역동적인 관계를 인식하고 상황에 기반한 수사적이며 언어적 행위가 
장르라는 데 ESP와 NR은 동의한다. 그러나 NR에서는 장르가 담화 공동체와 같은 맥락 
안에 놓인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넘어 맥락의 구성 요소로 본다. 즉 의사소통 목적이나 
담화 공동체 구성원이나 장르 자체보다 맥락이 더 많은 배경 지식을 제공한다고 본다
(Bawarshi & Reiff, 2010: 54). SFL은 언어 기능과 형식의 연결을, ESP는 의사소통 목적
을, NR은 맥락을 강조한다. 각 학파마다 강조하는 부분은 다르나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
는 담화 공동체의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언어 사용의 방식이 장르라고 보는 점은 
동일하다. 

학문 목적 발표는 한국어 학습자의 삶 일부를 구성하는 대학 생활 중 수업 시간에 대면
하고 있는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이다. 여기서 상정하는 
발표자와 청중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주체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대상이다. 그러므로 맥락의 구체성에 있어서는 ESP의 논의가 타당하다. 또한 학
문 목적 발표의 일차적 목적은 공식적 말하기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것에 있으나 
궁극적 목적은 학문 공동체 구성원들이 수업에서 발표를 통해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데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장르는 ‘의사소통의 공동 목적’을 지닌다는 ESP 관점이 유용하
다. 또한 학문 목적 발표의 궁극적 목적을 고려하면 학문 담화 공동체를 간과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사회적 행위로서의 학문 목적 발표의 역할이 드러나는데 이는 NR의 관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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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동일하다. SFL은 장르가 내포하는 언어 형식과 사회적 기능의 관계 기능과 형식의 밀
접한 관계를 학습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또는 현시적으로) 가르침으로써 교육 성
과를 일구어낸 바 있다. 

본고는 ESP, SFL, NR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학문 목적 발표’를 ‘장르’의 하
나로 보았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문 목적 발표는 지식 공유와 창출이라는 궁극적
인 공동의 목적을 위해 발표자가 속한 학문 담화 공동체의 가치 체계에 기반한 학문 담화 
공동체의 관습에 적절한 어휘 및 문법과 수사 표현을 사용하도록 요구되기 때문이다. 교수
-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담화를 유형화하고 범주화하는 담화적 접근이 유용할 수 있다. 그
러나 학문 목적 발표를 담화 유형적으로 접근하면 학문 목적 발표의 핵심적인 기능과 맥
락, 실제성 등을 놓치기 쉽다. 담화는 고정적이고 폐쇄적인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학문 목
적 발표의 복합성과 역동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때 학문 목적 발표를 장르와 결부함으로
서 맥락이 가진 가상적인 속성을 실제적인 언어 사용과 연계하여 복합성, 역동성, 개방성 
등을 담보할 수 있다. 

아스케하우에·스웨일즈(Askehave & Swales, 2001)의 연구는 복합성에 있어서 장르적 
접근의 유용성을 시사한다. 그들은 쇼핑 목록(shopping list), 비즈니스 레터, 의약 용품 
설명서 등 의사소통의 목적을 중심으로 장르를 분류하였다. 의약용품에 부착된 라벨을 예
로 들면, 복약 방법, 생산자, 정부 규제 방침, 소비자 불만 신고 접수 안내 등 다양한 화용
적 기능을 하는 여러 형태의 언어를 담고 있다. 이러한 언어적, 화용적 복합성을 다루기에 
담화 유형은 충분하지 않으며, ‘의사소통 목적(communicative purpose)’을 기반으로 한 
‘장르’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학문 목적 발표는 언어라는 공통적인 수단을 사용하나 구어성과 문어성을 동시에 지닌 
언어를 사용하며, 음성, 시각, 청각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복합적 언어 양상이 나타난
다. 그리고 하나의 담화에서 여러 유형의 주제 전개 모형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하나의 담
화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체의 복합성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원고를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발표 양식으로 간주될 때가 있는가 
하면, 정보 기술을 활용한 발표 보조 자료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듯 발표하는 것이 더 자연
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또한 하나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설명, 기술, 서사, 
논증 등의 주제 전개 방식, 수집, 비교/대조, 인과, 문제/해결 등의 의미 구조를 복합적으
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학문 목적 발표의 복합성을 고정적이며 폐쇄적인 ‘담화’로 갈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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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문 목적 발표는 표면적으로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을 지니나 발표에 참여하는 사
람들의 목적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목적을 창출하는 상호적 언어 행위이기 때
문에 매우 역동적이다. 같은 언어문화 내에서도 각 학문 담화 공동체가 암묵적으로 지향하
는 학문 목적 발표의 전형적인 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대에 따라 추구하는 학문 목
적 발표의 형태가 변하기도 한다. 이때 장르적 접근을 취하면 장르의 역동성이 전제되어 
전형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인정할 수 있다. ‘장르’의 전형성과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화자들의 독창성, 변이적인 언어 양상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유학생의 모
어 문화로부터 기인하는 언어의 양상들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한국어 모어 화
자와 외국인 대학생의 학문 목적 발표를 비교하는 것은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외국인 
대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데는 의의가 있으나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문 목적 발표
를 이상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가 언어 능력
에 있어서 외국인보다 우월한 것은 당연하나 학문 목적 발표의 내용, 준비도, 형식 등이 
상대적으로 항상 우수하지는 않다. 

한국인 모어 화자와 외국인 대학생의 학문 목적 발표는 모두 각기 나름의 입장에서 학
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 공유와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따라서 특정 문화권의 가치가 
절대적인 발표가 아니라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가치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발표가 되도록 
나아가야 한다. 매케이(McKay, 2000)는 세 가지 유형의 문화 자료, 즉 목표 문화의 자료
(target culture materials), 학습자 자신의 문화 자료(learners’ own culture materials), 
국제적 목표 문화 자료(international target culture materials)를 언급하면서 세계 여러 
곳의 서로 다른 문화의 다양한 지식을 포함하는 국제적 목표 문화 자료의 가치가 가장 높
다고 보았다. 즉, 국제적 목표 문화 자료를 통해 하나의 문화가 아닌 다양한 문화를 접함
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높여 주고 특정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
하고 인정하는 문화적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베네시(Benesch, 1993: 713)도 
전통적인 학술 관례를 EAP가 답습하는 것은 학술계에서 비원어민 화자의 참여를 제한한
다고 비판한 바 있다. 페니쿡(Pennycook, 1997)도 목표 언어의 장르를 그대로 답습하게 
가르치는 것을 “저속한 실용주의(vulgar pragmatism)”이라고 비판하며 비원어민 화자들
이 장르의 힘과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비판적 실용주의(critical pragmatism)”
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학문 목적 발표의 복합성, 역동성, 개방성을 수용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르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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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본질

1)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개념
학문 목적 발표를 단순하게 정의하면 ‘발표자가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인 청중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이다. 그러나 학문 목적 발표는 용어 자체가 드러내듯이 
말하기의 대상, 내용, 방식, 목적 등에서 일반 목적 발표와는 차별된다. 청중으로서 ‘학문 
담화 공동체’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지식을 생성해 나가는 상
호 교섭적 존재이다. ‘지식과 정보’는 대학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학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내용이다. ‘전달하는 말하기’는 어휘 및 문법, 음운 등 형식적 측면의 언어와 표현 방식 등
을 아우르는데, 이는 자신이 속한 담화 공동체의 언어 관습이 이에 영향을 미친다.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란 화법 교육에서 다루는 ‘정보 전달 목적의 말하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문 목적 발표는 동기 유발, 수행 기회 제공, 평가 등 교수-학습 기능과 정보 전달적, 설
득적, 오락적, 심미적인 의사소통 목적 및 기능으로 나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학문 
목적 발표는 궁극적으로는 개인적 성장과 비판적 사고력 함양,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 
생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학문 목적 발표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면, 학문 공동체
의 일원인 발표자가 청중을 대상으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 측면에서는 개
인적 성장을 이루고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하며 담화 공동체 차원에서는 지식을 생성하고 
창조하는 언어 행위이다. 

일반적 상황에서의 발표와 학문 목적 발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사하다. 첫째, 계획
성과 즉각성을 동시에 지닌다.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조직하며 발표문이나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것은 발표 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계획된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발표는 기본적으로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준비되지 않은 즉
각적인 말하기가 일어나기도 한다. 둘째, 문어성과 구어성이 두루 발현된다. 준비된 발표
문이나 보조 자료는 문어성을 강하게 띠고 있으나, 발표 시에는 공식적 말하기에 따른 다
소간의 문어성과 함께 자연스러운 발화를 위해 구어성이 나타난다. 셋째, 소통 경로의 다
중성을 보인다. 발표는 음성을 통해 청각으로 전달되며 동시에 발표 보조 자료나 발표자의 
태도와 몸짓은 시각으로 전달된다. 발표 보조 자료도 음향, 사진, 그림, 동영상 등 멀티미
디어로 구성되어 시청각으로 전달된다. 게다가 발표 보조 자료가 평면적인 화면 자료에서 
동적인 화면 자료로 변화하는 복합 다중 매체적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17)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목적 발표와 구별되는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특성은 



- 30 -

다음과 같다. 우선 ‘담화 공동체 공동의 의사소통 목적’이 일반적인 발표나 연설에서 거론
되는 정보 전달, 설득, 보고와 같은 기능적인 데 그치지 않는다.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진
정한 목적은 발표를 통해 교수자, 동료 학습자와 지식을 공유하며 언어와 언어가 내포하는 
문화와 관습을 습득함으로써 의사소통능력과 더불어 비판적 사고와 개인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대학생들이 학문의 장에서 나누는 발화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학문 공동체(모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 모두를 포함한)의 소중한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청중은 발표자보다 풍부한 지식과 높은 권위를 지닌 교수자와, 발표자와 비슷한 
지식과 권위를 지닌 동료 학습자의 대조적인 두 층위로 구성된다. 발표에 대한 책임은 일
차적으로 발표자에게 있으나 발표를 통한 지식의 공유와 생성에 대한 궁극적인 교수-학습
의 책임은 청중과 발표자가 동시에 갖게 된다. 이 중 교수자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발표자의 발표 중간에 시간을 조정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개입을 할 수 있다. 일반
목적 발표에서는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학문 목적 발표에서는 학문 담화 공동
체의 지식 공유와 생성이라는 공동의 의사소통 목적이 있으므로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
겨져 발표자가 크게 불쾌함이나 무례함을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아무리 지식과 
권위가 뛰어난 교수자라 할지라도 발표자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셋째, 학문 목적 발표 장르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해당 
학문 공동체의 고유한 관습을 따른다. 최근 정보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발표 보조 자료로 
파워포인트를 사용한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학생들은 더 나아가 프레지(Prezi)18)를 사용
하기도 한다. 이처럼 발표 보조 자료의 양식이 사회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학문 목적 발표 장르는 이러한 정보 기술의 발달, 발표 문화의 변화를 즉각적
으로 따르지 않고 학문 공동체의 관습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발표문 낭독이 관
습화된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는 발표 보조 자료 사용에 능하더라도 발표문을 읽는다. 이처
럼 학문 목적 발표는 문장, 텍스트, 담화 등의 언어 단위로는 설명되지 않는 의사소통의 
목적, 상황과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에19) ‘장르’로 볼 수밖에 없다. 

17) 본 논문의 분석 자료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발표 도중에 동영상을 제시하는 경우도 수집

자료에 종종 나타났다.

18) 프레지는 클라우드 기반의 프레젠테이션 도구로, 화면 디자인이 다양하고 줌인(Zoom In)

효과를 이용한 화면 전환이 가능하여 역동적으로 발표할 수 있게 된다. 분석자료 중 프레지

를 사용한 남학생이 존재한다.

19) 최인자(2001: 43)에서는 장르는 기존의 언어 분석 단위로 제시된 문장·텍스트·담론 등에 대

한 대안적 단위이며, 개인의 언어와 사회·문화적 맥락, 텍스트와 콘텍스트, 생산과 수용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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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요소
학문 목적 발표는 발표자, 청중, 구어 행위(언어)로 이루어진다. 발표자는 언어를 매개

로 지식을 공유하고 생성하려는 목적을 위해 담화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자로서 발표라
는 결과물을 생산한다. 개인 발표자 간 목적의 교집합을 통해 새로운 목적이 창출된다. 이
는 문화 또는 언어적 관습과 같은 규칙, 학문 담화 공동체, 역할 분담 등의 영향을 받는다. 
학문 목적 발표의 이러한 특성은 활동 이론에서 다루는 ‘활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확장적 학습(expansive learning)20)’을 주장하며 ‘제3세대 활동 이론(activity theory
)21)’을 제창한 엥게스트룀(Engeström)의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그는 [그림 Ⅱ-1]과 같이 
활동 체계의 3요소는 ‘주체, 수단, 목적’에 규칙(또는 사회 규범), 공동체, 역할 등이 영향
을 미치는데 이 과정에서 주체들의 목적이 새로운 목적을 재창출한다고 보았다.

[그림 Ⅱ-1] 활동 이론의 요소(엥게스트룀, 2001: 136)

시에 통합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

20) 확장적 학습은 베이트슨(Basteson, 1972)의 학습 이론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베이트슨

은 학습의 세 단계를 제시하였다. 학습 1단계는 주어진 맥락에서 올바른 답을 하는 조건화된

반응을 습득하고, 학습 2단계는 학습 1단계를 통해 학습자들이 맥락에 적절한 행동 패턴과

암묵적 규칙을 습득하며, 학습 3단계는 맥락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고 대안

적인 맥락을 구축하는 학습자 집단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단계이다. 확장적 학습은 이러한

논의를 체계적인 틀로 발전시킨 것인데 확장적 학습은 문화적으로 새로운 활동 패턴을 생성

한다(Engeström, 2001: 134-139).

21) 제1세대 활동 이론은 자극과 반응의 조건화된 직접적 연결은 복잡한 중개 행위(mediating

artifact)에 의해 초월될 수 있다는 비고츠키(Vygostky)의 삼각 모형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분석 단위가 개인이라는 한계가 있어 레온티예프(Leont’ev)가 개인 행위와 집단 행동의 차

이에 주목하여 이를 반영한 제2세대 활동 이론이 등장하였다. 이후 엥게스트룀은 바흐친

(Bakhtin)과 레온티예프의 활동 개념을 통합하여 제3세대 활동 이론을 창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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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목적 발표는 외국인 대학생이 활동의 주체인 발표자로서 지식 공유 및 창출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이언어로서의 한국어를 언어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때 학문 목적 발표라는 
행위의 목적은 다른 주체의 목적과 만나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 요소이다. 예를 들어, 발
표자의 발표 목적(목적1)과 교수자가 발표 과제를 제시한 목적(목적 2)가 만나 새로운 목
적(목적 3)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문 목적 발표 활동은 비가시적 요소인 규칙(규
범), 담화 공동체, 담당(역할)에 대한 기대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학문 목적 발
표 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가변성, 역동성은 장르적 접근과도 유사하다. 

엥게스트룀이 제시한 활동 이론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학문 목적 발표에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첫째, 주체 간의 목적이 일치되지 않아 문제를 겪을 때 이를 사회적 문제나 대립
을 야기하는 부정적 요인으로서가 아니라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원천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예를 들어 교수자가 제시한 발표 과제 의도, 발표자가 발표를 통해 달성
하고자 한 목적, 청중의 이해가 각기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보면, 기존의 한국어교육에서는 
모범적이며 전형적인 발표 교육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때의 발표는 실패로 간주될 가
능성이 높다. 그러나 활동 이론에 근거하면 이 학문 목적 발표는 실패가 아니다. 교수자는 
보다 명확한 발표 과제 지침의 필요성을 깨닫고, 청중은 이번 발표의 문제점을 자신의 발
표에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발표자는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을 통해 차후에는 보다 나은 발표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활동 이론은 학문 목적 발표 행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존재를 드러내는 주
체, 수단, 목적 외에 규범, 공동체, 역할 분담과 같은 학문 목적 발표 이면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구성 요소들을 제시하여 본고에서 표방하는 장르적 접근의 토대를 견고하게 해 
주었다. 요컨대 학문 목적 발표는 언어적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구성 요소들 간의 상
호작용 속에서, 그리고 담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규범, 공동체, 역할 분담 
등의 요소들이 학문 목적 발표 행위를 구성하기도 하고, 학문 목적 발표 행위가 규범과 공
동체 그리고 역할 분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활동 이론은 표면적인 언어적 양상 이면
의 배경적 요소들을 이처럼 잘 드러낸다. 또한 잠재적 구성 요소들의 용어가 기존에 사용
되었던 ‘화용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이라는 용어에 비해 구체적이며 상황 의존적이
어서 교육적인 처치에 훨씬 유용하다. 기존의 언어 교육에서도 화용적 능력과 사회언어학
적 능력이 언급이 된 바 있으나 이는 의사소통능력의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논의된 데 그쳤
다. 구체적이며 상황 의존적인 용어의 사용은 학습자가 학문 목적 발표 상황을 명시적으로 
해석하도록 돕는다. 학문 목적 발표의 맥락이라는 추상적인 속성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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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론과 장르적 접근은 유용하다. 
셋째, 학습이나 발달을 학습자 능력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수직적인 과정으로 보는 관

습적 경향을 비판하며 학습과 발달을 수평적 또는 부가적 학습과 발달(horizontal or 
sideways learning and development)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 목
적 발표 능력은 한국어 능력, 모어, 발표 경험, 발표 교육 경험, 한국어 학습 경험 등 다양
한 배경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내용은 잘 구성하지만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해 내
는 능력이 부족한 발표자, 어휘와 문법은 잘 구사하지만 내용이 엉성한 발표자, 내용은 엉
성하지만 유창하게 말하는 발표자 등 학습자마다 부족한 부분이 다르다. 본고는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발표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현재 부족한 부
분을 메울 수 있는 수평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엥게스트룀의 수평적인 학습
과 발달의 개념은 매우 유용하다. 

발표의 요소로 장혜영(2009)은 발표의 3요소로 내용(content), 시각 자료(visual), 표현 
즉 발표(delivery)를, 이상철 외(2007)는 연사, 듣기, 내용 구성과 전달, 청중과 환경을, 스
프라그·스튜어트(Sprague & Stuart, 2005)는 쓰기, 회화, 연기를 제시한 바 있다. 각각 
프레젠테이션, 스피치, 공식적 말하기(public speaking) 등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다르
기 때문에 각기 다른 요소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종합하면 ‘내용’과 ‘전달’로 압
축된다. 본고는 비모어 화자인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어휘, 문법, 음
운 등의 언어적 능력을 포괄하고자 ‘전달’ 대신 ‘표현’을 선택하여 발표 메시지를 내용과 
표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학문 목적 발표의 기본 요소로는 메시지 외에도 발표
자, 청중이 있으며 학문 목적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목적, 맥락이 있다.  

학문 목적 발표는 발표자가 청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순한 구어 언어 행위에 그치
지 않는다. 지식의 공유와 창출을 위해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여 학문 담화 공동
체의 사회 문화적 관습에 적절한 언어 형식을 구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표자와 청중
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 사회·문화적 배경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
히 한국어 학습자는 학문 담화 공동체, 언어 공동체 외부에 있던 화자이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을 논의할 때는 학문 목적 발표의 요소를 좀 더 세밀하
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엥게스트룀의 활동 이론에서 제안한 ‘목적’ 부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 담당(역할), 공동체와 같은 이면의 요인들을 반영하여 [그림 Ⅱ-2]와 같은 도
식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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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요소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 목적 발표는 발표자, 메시지, 청중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로 구성
된다. 이때 발표자는 정의적, 인지적, 언어적,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
는데 이것이 학문 목적 발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메시지는 발표자의 구어와 발
표 보조 자료 등을 통해 전달된다. 구어 메시지는 담화 층위, 어휘 및 문법 층위, 음운 및 
음성 층위로 이루어진다. 언어 층위에 관한 논의는 Ⅲ장 1절의 2) 분석틀에서 자세히 다루
기로 한다. 담화 층위는 발표의 내용 생성 및 구성과 관련이 있으며 음운 및 음성 층위는 
표현과 관련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어휘 및 문법 층위는 의미를 단어와 문법화를 통해 표
현해 내므로 내용과 표현을 아우르는 층위이다. 이렇게 구성된 메시지는 학문 담화 공동체
의 청중에게 수용되며 그 과정에서 지식의 공유와 재창출이 일어난다. 이러한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는 학문 목적 발표라는 상황이 공통적으로 담보하는 맥락과 지금, 여
기에서 발표가 행해지고 있는 구체적인 맥락에 의해 형성되며, 또한 발표가 맥락을 형성하
기도 한다. 

3) 학문 목적 발표 능력의 구성
한국어교육은 구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그 자체가 목표인 반면 모국어 학습자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말하기·듣기 교육은 구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과 더불어 사고
력 신장도 함께 꾀하고 국어 화법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태도 함양에도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외국인 학습자는 이미 자신의 모국어로 구어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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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지식, 기능, 전략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전은주, 
2009: 328)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의 목표와 대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과 전제는 절대
적인 것이 아니다. 결혼이주여성, 귀화인, 다문화 가정 자녀, 귀국 자녀 등을 예로 들어 보
자. 결혼이주여성, 귀화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중간언어 형태이기는 하나 이들이 한국
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사는 한 이들이 사용하는 말, 이들이 쓴 수필, 이들이 만든 노래
는 모두 국어의 테두리 안에 있다. 이렇게 보면 제이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도 국어 화
법 문화를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태도를 가르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귀국 자녀의 경우는 더욱 복잡하다. 한국어를 모어로 습득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머니나 아버지의 모어를 모어로 접하고 한국어를 제이언어로 익히거나, 
외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한국어를 아예 생경한 외국어로 배우게 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
가 있다. 이때 학생들의 인지 사고 능력이 발달해야 하는 단계에 있는 경우 한국어 교수-
학습은 사고력 신장과 언어 능력 신장을 동시에 목표로 삼아야 한다. 

특히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고급 단계의 성인 학습자 중 자국어 교육이 활발하
지 않은 곳에서 온 경우는, 자국어 교육에서 구어나 작문 교육의 경험이 별로 없다. 말할 
내용을 어떻게 선정하고 조직해야 하는지, 공식적인 말하기에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은 무
엇인지 자국어로도 경험해 보지 않은 학습자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어 발표 
교육의 목표가 단순히 구어 의사소통 능력 자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국어 발표 교육 목
표에 대한 논의는 보다 유연한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학문 목적 발표의 분석 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문 목적 발표 능력의 구성 
요소와 기준을 수립하고자 한다. 우선 구어 능력22)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나타난 구어 능
력의 구성 요소를 검토하여 구어 능력에 대한 관점을 정립한 후, 외국어와 한국어를 대상
으로 하는 학문 목적 말하기 평가 도구를 고찰하여 학문 목적 발표 능력의 구성 요소를 설
정하고자 한다. 

구어 능력 자체만을 면밀히 논의한 연구물은 거의 없는 관계로 구어 능력의 구성 요소
를 고찰하기 위하여 구어 능력 평가 관련 연구물을 검토하였다.23) 한국어 구어 능력 평가

22) 본고에서 ‘말하기 능력’ 대신 ‘구어 능력’이라는 용어를 택한 이유는 발표는 ‘상호작용적 말하

기’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발표는 일방적 말하기의 양식으로 보지만 이는 물리적인 발화

의 방향성만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물리적 발화 내면에는 화자와 청중 간 활발한 의미 교

섭이 이루어진다.

23) 엄밀히 따지면 구어 능력의 구성 요소와 구어 능력의 평가 범주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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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1) 구어 능력을 의사소통능력과 유사하게 파악
하고 구어 능력의 구성 요소를 그대로 또는 약간 수정하여 평가 범주로 삼은 경우(원진숙, 
1992; 김정숙·원진숙, 1993; 김양원, 1994; 강승혜 외, 2006; 전나영 외, 2007), 2) 
ACTFL(공일주, 1993; 전은주, 1997; 박성원, 2002)이나 FSI(정화영, 1999) 등 외국 평가 
기준을 도입하여 평가 범주를 설정한 경우, 3) 구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어의 ‘사용’에 초
점을 두어 구어 능력을 구성해 낸 경우가 있다. 

구어 능력을 의사소통능력으로부터 이끌어 낸 첫 번째 입장은 카넬·스웨인(Canale & 
Swain, 1980) 또는 카넬(Canale, 1983)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구어 능력을 의사
소통능력과 유사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의사소통능력을 이루는 구성 요소인 문법적 능력, 
사회언어적 능력, 담화적 능력, 전략적 능력 등이 곧 구어 능력의 구성 요소이자 동시에 
평가 범주가 된다. 이는 원진숙(1992: 116-118)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선 우선 
언어 능력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해와 여기에 기초한 확고한 개념 정
립이 필요하다. 언어 능력을 이루는 하위 구성 요소들이 그대로 평가 범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명시한 바에서 잘 드러난다. 구어의 음성적 특성을 제외하면 언어와 의사
소통이 가진 본질이 언어 기능 실현을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구어 능력이 의사소통능력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위의 논의들은 특정한 또는 매우 구체적인 의사소통 
행위에서 필요한 능력을 다룬다기보다 의사소통능력을 거시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논의
들로, 구어 교수-학습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학문 목적 발표애
서 구체적인 상황, 맥락, 참여자, 목적, 과제가 조건으로 주어진 경우, 이러한 거시적 정의
로는 교수-학습을 위한 접근이 어렵다. 교수-학습에 효용성이 있기 위해서는 구어 능력의 
정의와 이에 따른 구성 요소를 위계화, 단계화, 조직화, 분절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의사소통능력과 말하기 능력을 동일시하였던 기존의 관점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평가 기준을 들여와 한국어 말하기 평가 기준을 설정한 두 번째 입장에 기초한 
논의들은 구어의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어 담화에서 중요한 맥락, 과제
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의사소통의 실제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확성의 개념을 구체화
하여 언어 수행 평가(언어 수준 파악)가 비교적 용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특정 국가

지만 조건에 따라 동일한 것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구어 능력의 구

성 요소와 구어 능력의 평가 범주가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의미할 수 있으며, 특수한 목

적이나 상황에서의 구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범주는 특수한 목적이나 상황에서의 구어 능

력 요소라고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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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특정 언어에 치중된 ACTFL에 기반하고 있어 한국의 상황과 한국어에 적합한지는 의문
이다. 특히 ACTFL에 기반한 논의는 대부분 ACTFL에서 제시한 바를 그대로 따르고 등급
에 대한 기술만을 한국어에 맞게 수정·보완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평가 제
도 또한 완벽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수정되고 보완되며 끊임없이 변
화하기 때문에 외국의 평가를 차용할 경우 그들의 시행착오를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외국 평가 제도의 장점은 수용하여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한국적 
상황에 맞는 구어 능력 요소를 설정해야 한다. 

구어의 특성에 주목하여 구어 능력 요소를 제시한 세 번째 입장은 <표 Ⅱ-2>와 같다. 
이영식(2004), 강승혜(2005), 김정숙·이동은·지현숙·김유정·진대연(2006), 지현숙(2006), 
장경희(2006)에서는 ‘과제, 내용, 유창성, 정확성, 적절성, 논리성, 상호작용성, 전략, 담화 
운용’ 등 실제 구어 행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들을 구어 능력의 구성 요소로 삼
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구인

이영식
(2004)

의사소통능력, 과제실현성, 대화의 적절성, 언어의 풍부함, 유창성, 정
확성(발음과 문법)

강승혜24)

(2005)

유창성, 정확성, 적절성, 논리성, 기타(표현의 독창성, 준비성, 태도-
움직임/동작의 효과적 활용, 기여도, 전략 사용 및 언어수행 능력, 토
론 규칙 준수, 원고 제출 상황-시간 내 제출, 전달능력-시선처리/태
도 등)

김정숙·이동은·지현숙·
김유정·진대연

(2006)

과제 수행, 주제, 내용 구성, 어휘·문법, 발음, 유창성, 사회언어적 능
력

지현숙
(2006)

수험자 내: 발음, 어휘, 문법, 내용조직
수험자간: 상호작용태도, 담화 운용, 전략

장경희
(2006)

문법성, 논리성> 다양성, 유창성, 명료성, 상호작용성> 적절성

<표 Ⅱ-2> 구어 특성에 주목한 구어 능력의 구인

이영식(2004)은 한국어 말하기 시험에서 채점 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로 채점 기준
표 시안을 제시하였다. 채점 기준으로 ‘의사소통능력’, ‘과제실현성’, ‘대화의 적절성’, ‘언
어의 풍부함’, ‘유창성’, ‘정확성-발음과 문법’이 제시되어 있다.25) 제시된 기준들이 유기

25) 의사소통능력은 의미를 전달하거나 소통하는 능력, 과제실현성은 주어진 대화 과제에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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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계화가 되어 이 연구는 말하기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체
계적으로 접근했다기보다 언어 평가를 위한 채점 기준안 작성이라는 현장 중심의 실제적
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의사소통능력 같은 경우, “의미
를 전달하거나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는 의사소통능력을 축자적으로만 
해석한 것으로, 이 정의대로 라면 구어 능력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 전체를 포괄하게 된다. 
이는 다른 평가 범주를 모두 포괄할 수 있어 적절치 않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한국어와 구체적인 평가 상황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강승혜(2005)는 고급 수준의 말하기 수업에서 ‘토론’이라는 구체적인 장르에 특화된 평
가표를 제시하였다는 점과 기존의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준거로 자주 사용되어 한국어 교
사 및 연구자에게 익숙한 ‘유창성, 정확성, 적절성’ 등을 연구자가 선정한 평가 범주 및 세
부 항목과 연결 지어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좌담회와 토론은 그 실체
가 동일하지 않은데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평가표를 제시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다. 넓은 의
미에서 좌담회는 토론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참여자의 구성과 역할에서 차이가 있다. 좌담
회는 전문 지식을 가진 참석자들이 나눈 의견을 직간접으로 듣는 청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로 방송이나 활자를 매개로 전달이 된다. 토론은 이와 달리 참석자 간 
지식과 의견 교류를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 이처럼 참여자 구성, 역할, 매개 통로, 목표 등
이 상이한 좌담회와 토론을 하나의 평가 범주로 별다른 설명 없이 묶어 버린 것이 아쉽다. 

김정숙·이동은·지현숙·김유정·진대연(2006)의 연구는 TOPIK 말하기 평가 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말하기 능력 평가 범주로 과제 수행, 
주제, 내용 구성, 어휘·문법, 발음, 유창성, 사회언어적 능력을 제안하였는데, 초·중·고급 
등급별로 평가 문항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과 각 평가 범주별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실제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평
가 범주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유창성이라는 평가 범주는 이미 판
단 기준이 전제된 항목인 데 반해, 어휘문법, 발음은 언어를 구성하는 층위로서 말하기의 
표면 구조에 해당한다. 표면 구조에 초점을 맞추면 유창성보다 발화 속도, 말더듬과 같은 
유창성의 하위 요소이자 관찰 가능한 발화 요소를 평가 범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하고 실현하는 능력, 대화의 적절성은 평가자나 다른 대화자에게 적절하게 응답하는 능력,

언어의 풍부함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어휘, 문법 및 바꾸어 말하기 전략 등을 구사하는 능

력, 유창성은 수험자가 하는 말의 속도, 리듬 및 주저함, 정확성-발음과 문법은 수험자가 하

는 말의 명료성과 문법의 정확성으로 설명하고 있다(이영식, 2004: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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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언어적 능력’ 범주로 ‘능력’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하위 범주가 된다는 것도 이치
에 맞지 않으므로 사회언어적 지식이나 전략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 

지현숙(2006)은 구어 능력을 ‘지식’과 ‘기술’로 나누고 언어구조 지식(소리, 어휘, 문장 
구조), 사회문화 지식(사용역, 비유 표현), 담화 지식(내용 조직, 담화 운용, 말순서 교대), 
전략(보충, 정의적, 사회적), 기법(청해, 속도), 태도(적극성, 협력성, 즉각성) 등을 제시하
였다. 이러한 논의는 1) 기존 한국어 구어 능력의 정의들에서 체계적으로 구성해 내지 못
한 개인 내적 차원의 ‘지식’과 대인적 차원의 ‘기술’을 담아내고자 했다는 점, 2) 기법에서
의 청해, 태도에서의 적극성 등 의사소통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를 담았다는 점, 3) 평가 
영역이나 목적에 따라 구어 문법 능력의 구성 요소들을 선택하고 결합하여 구인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4) 과제 기반 평가 구인을 재구성한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척도를 기
술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조수진(2007: 89)이 지적한 바처럼 일부 구성 요소는 본
질적으로 지식과 기술의 경계에 걸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어 능력의 구성 요소들은 분
절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이며 긴밀한 관련성을 맺고 있기에 경계를 실
선으로 긋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평가의 목적이나 언어 습득의 목적에 따라 구인들의 경
계를 탄력적으로 조율할 수밖에 없다.

장경희(2006)는 국내외 평가 사례, 말하기 평가 요구 설문 및 실태 조사에 기반하여 문
법성, 논리성, 다양성, 유창성, 명료성, 상호작용성, 적절성을 평가 항목 시안으로 제시하
였다. 1안은 문법성, 논리성만, 2안은 문법성, 논리성, 다양성, 유창성, 명료성, 상호작용성
까지, 3안은 문법성, 논리성, 다양성, 유창성, 명료성, 상호작용성, 적절성을 모두 다룬다. 
평가 항목의 명칭의 성질을 통일하여 체계화를 꾀하고,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시안
을 3가지 제시하였으며, 각 평가 기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기술하였다는 데 의의
가 있다. 예를 들어, 유창성의 기준을 보면 발화 속도의 경우 상위 25%는 6.99이며, 하위 
25%는 6.12 미만이라는 등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논의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구어 능력의 구
성 요소와 평가 범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구어 능력의 정의는 
언어 사용의 실제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어 능력의 구성 요소를 정립한 후 특정한 
과제, 상황, 맥락, 목적에 맞도록 이 요소들을 선택하고 통합하여 설정해야 한다. 둘째, 평
가 범주, 평가 요소,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내용 등의 용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 근거 또는 관점이 부재한 상태에서 용어들을 혼용하고 있어 구어 능력의 평가 체제
가 체계적이거나 유기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평가 항목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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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창성의 경우 내용이나 표현의 유창성, 조음이나 발
화 속도의 유창성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유창해야 한다’와 같은 추상적이며 일
반적인 기술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구어 능력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접근으로부터 가능하다. 

다음은 학문 목적 구어 능력의 요소이다. 학문 목적 영어 말하기 평가로는 TEEP, 
IELTS, TOEFL이 있으며,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대한 논의로는 최정순(2006), 
한상미(2008), 박광진(2010) 등이 있다. 우선 학문 목적 영어 말하기 평가는 영어를 모어
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학문 목적 영어 숙달도를 평가하기 위한 영국의 시험 제도인 
TEEP(Testing of English for Educational Purposes)26), 영국에서 개발한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미국의 ETS사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인 상위 교육기관에 진학하기 위한 영어 능력 검증에 사용되는 TOEFL(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Ⅱ-3>과 같다.  

언어 평가도구 구성 요소

영어

TEEP
정보나 생각을 설명하는 기술(독화), 상호작용기술(대화), 유창성,  
정확성과 문법 및 어휘의 범위, 발음/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

IELTS
유창성과 통일성(Fluency and coherence), 어휘 자원(Lexical 
resource), 문법 다양성과 정확성(Grammatical range and accuracy),  
발음(Pronunciation)

TOEFL
전달(Delivery), 언어 사용(Language Use), 주제 전개(Topic 
Development)

<표 Ⅱ-3> 학문 목적 영어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

TEEP는 언어 지식(language knowledge), 초점 과제(focus task), 읽기(reading), 듣
기(listening), 쓰기(writing), 말하기(speaking)의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말
하기 평가 항목은 정보나 생각을 설명하는 기술(독화), 상호작용기술(대화), 유창성, 정확
성과 문법 및 어휘의 범위, 발음/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으로 구성된다.27) IELTS는 학
문 목적 읽기와 쓰기, 일반 목적 읽기와 쓰기, 공통 듣기와 말하기로 구성된다. 이 중 말하

26)http://www.reading.ac.uk/islc/english-language-courses/english-language-tests/i

slc-teep-about-teep.aspx (검색일 2013년 6월 17일)

27) 장경희(2006: 25)는 TEEP에서 평가하는 내용이 적절성, 어휘 정확성, 문법정확성, 유창

성, 내용관련성, 가지성(inteligibility)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필자가 2013년 8월 TEEP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평가 내용이 <표 Ⅱ-3>과 같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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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평가에서의 구인은 유창성과 통일성, 어휘 자원, 문법의 범위와 정확성, 발음이다. 
TOEFL(Test of English as Foreign Language)의 말하기 시험은 독립형과 통합형으로 
이루어지는데 독립형은 개인적인 선호도나 입장 선택에 대해 이야기하기의 과제 유형이
다. 통합형은 듣기나 읽기 등 다른 기능과 연합한 과제로 학문 목적 담화(academic 
discourse)에서는 텍스트를 읽고 강의를 들은 후 물음에 대답하기, 강의를 듣고 내용을 
요약하여 말하기가 있다. 과제들에 대한 평가 구인은 전달(delivery), 언어 사용(language 
use), 화제 전개(topic development)로 구성된다. TEEP, IETLS, TOEFL 등 학문 목적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을 종합해 보면 유창성, 통일성, 어휘 및 문법의 다양성, 
어휘 및 문법의 정확성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한편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 부문에서는 개발되거나 사용되는 학문 목적 말하기 
능력 검사 도구가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들을 중심으로 보면 <표 Ⅱ-4>와 같다.

언어 연구 구성 요소

한국어

최정순
(2006)

- 구어 산출(말하기): 구두 의사소통 전반, 혼자 연속적으로 말하기: 
경험을 서술하기, 혼자 길게 말하기: 논쟁하기(예를 들어 토론에서), 대
중 앞에서 말하기
- 언어적 능력: 어휘 영역, 문법적 정확성
- 구어 상호작용: 구두로 하는 상호작용 전반, 모어 화자인 대화 상대
자 이해하기, 형식적인 토론과 비평, 정보 교환 
- 구어 수용(듣기): 청해 전반, 청중 속의 관중/청자로서 이해하기

한상미
(2008)

언어적 능력(음운 능력, 어휘 능력, 문법 능력, 담화 능력), 화용적 능력
(담화 능력, 과제·기능 수행력), 사회언어적 능력(사회·문화적 능력)

박광진
(2010)

내용 구성, 과제수행력, 어휘·문법, 발음과 억양, 상호작용

<표 Ⅱ-4>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

최정순(2006)은 유럽공통참조기준을 배재대학교의 학문 목적 한국어 숙련도의 등급 기
술에 적용하고자 한 시도를 소개하였다. 그는 학문 목적 한국어 숙련도의 범주를 설정한 
뒤, 각 척도들에서 도달해야 할 수준을 정하여 이를 기술하였다. 이러한 척도는 산출된 행
동 위주로 구성되었으므로 객관적인 평가에 용이한 면이 있다. 그러나 ‘정도’가 잘 드러나
지 않고 ‘발표’라는 특정 장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상미(2008)는 학문 목적 한국어를 위한 말하기 평가를 논의한 최초의 연구이다. 의사



- 42 -

소통능력 이론, 외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를 고찰한 후 학문 목
적 한국어 말하기 능력 범주를 언어적 능력, 화용적 능력, 사회언어적 능력으로 설정하였
다. 이 연구는 화용적 능력 내에 과제·기능 수행력을 추가하면서 발화 맥락, 발화 및 대화 
상대자를 반영한 과제·기능 목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발화 맥락은 발표, 
강의 수강, 토론/세미나/회의 참여, 평가, 안내, 상담, 면접, 정보 교환, 잡담/일상 대화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발화 맥락마다 과제·기능이 제시되어 있으며 전체 발화 맥락에 대
한 발화·대화 상대자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과제·기능 목록에서 발표(발화 맥락)에 발표
하기와 프레젠테이션하기(과제·기능)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 의문이다. 발표라는 발화 맥락
에서 발표하기와 프레젠테이션하기를 과제·기능으로 둔 것은 발표하기와 프레젠테이션하
기에 변별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발화·대화 상대자로 교수, 강사, 조교, 학과 친구, 동료 대학생, 선배, 후배, 관리인, 도서관
과 실험실 직원, 구내식당 종업원 미화원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화 맥락과 연결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아쉽다.

박광진(2010)은 문지방등급 수준에 적합한 말하기 평가 구인으로 내용 구성, 과제수행
력, 어휘·문법, 발음과 억양, 상호작용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연구는 학문 목적 말하기 학
습자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척도와 등급 기술을 설정하였으며 내용 
구성과 과제수행력을 고려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평가 방안의 예에 제시된 내용
만 보아서는 ‘학문 목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학문 목적 말하기 능력의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미진하
다. 학문 목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맥락이 실제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학문 목적 
상황에서 수행되는 발표, 토론, 토의 등 다양한 장르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
러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TEEP, 
IELTS, TOEFL과 같은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 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학문 목적 발표 능력의 구성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앞에서 논의한 구어 능력, 학문 목
적 구어 능력의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언어적 자원(발음, 어휘, 문법), (2) 내용 
생성(담화 구성 능력), (3)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과제수행력), (4) 발표가 수행되는 맥락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사회·문화적 능력), (5) 대화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상호작용 
전략), (6) 언어 사용에 대한 판단 기준(유창성, 다양성, 정확성, 적절성, 통일성 등)이다. 
이외에도 학문 목적 발표에 필요한 능력에는 (7) 발표 수행 시 나타나는 비언어, (8)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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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자료 작성 능력 등이 있다. 
위에 언급한 모든 능력을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보유한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

겠으나, 본 연구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 목적 발표의 표층에 나타난 양상과 그
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을 분석하여 실용적인 교수-학습 내용과 방안을 구안하는 것이 목
적이므로 이들 중 핵심적인 학문 목적 발표 능력의 구성 요소를 추릴 필요가 있다. 학문 
목적 발표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구어 능력을 강조하는 것보다 청자들이 이해 가능하도
록 내용을 잘 조직하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미스·넬슨(Smith & Nelson, 1985: 
334)에 따르면 이해 가능성(intelligibility)은 식별 가능성(intelligibility), 이해 가능성
(comprehensibility) 그리고 해석 가능성(interpretability)로 나뉜다. 식별 가능성은 단어/
발화 인식, 이해 가능성은 단어/발화 의미 등 언표적 행위, 해석 가능성은 발화 의미 자체
보다 발화 의도 즉 언표내적 행위와 관련이 있다. 캔들린(Candlin, 1982)은 이 중 식별 가
능성보다 해석 가능성이 더 잠재적으로 가치와 신념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보았
다. 그러므로 발화가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 대화 참여자 등의 맥락을 이해하여 메시지를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학문 목적 담화라는 맥락을 고려하여 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발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석 가능한 학문 목적 발표를 위해 (1) 발음, 어휘, 문법 등의 언어적 
자원과 (2) 담화 차원의 내용 생성을 가장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능력으로 도출하였다. 그
리고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는 중급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하므로 수행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6) 유창성, 다양성, 정확성, 적절성, 통일성을 덧붙여 입체적인 접근을 시도
하였다. 정리하면,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학문 목적 발표 능력은 발화의 정확성 및 유창성, 
어휘 및 문법의 정확성 및 적절성 그리고 다양성, 담화의 통일성으로 구성된다. 

언어적 자원인 어휘, 문법, 발음의 수행 기준으로 ‘정확성’은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해
당 언어 자원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적절성이나 유창성, 다양성 등을 두드러지게 제시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 목적 발표를 수행하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중
급 이상의 한국어 사용자이므로 ‘정확성’은 기본적인 능력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
다. 둘째, 학문 목적 발표에서는 오류 없는 정확한 언어 사용보다 상황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청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의 ‘적절성’은 문법적, 화용적, 사회언어학
적으로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는가를 의미하며 장경희(2006)의 문법성과 적절성을 포괄
하는 개념이다. 의사소통능력 범주 중에서는 사회언어학적, 화용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문
법적 능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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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및 문법의 다양성은 ‘범위(range)’라고도 하며 ‘자원(resource)’이라고도 불린다. 
장경희(2006)에 따르면 “의미 전달을 위해 동원하는 표현이나 어휘의 수가 얼마나 크고 넓
은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상세한 의미 전달을 위해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지 않고 적확
한 어휘 및 표현을 사용하고, 학문 목적 장르에 적절한 사고도구어를 사용하는 능력이다. 
이는 이영식(2004)의 언어의 풍부함, IELTS의 어휘 자원, 문법의 다양성, TEEP의 문법 및 
어휘의 범위에 해당한다. 

발화의 유창성은 숙달도(proficiency)와 동일하게 파악하는 광의의 개념과 음성과 시간
에 초점을 둔 협의의 개념으로 나뉜다.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연구자는 필모어(Fillmore)
이다. 필모어(Fillmore, 1979; Brumfit, 1984: 53-54 재인용)는 유창성을 1) 끊이지 않고 
계속 말할 수 있는 능력(the ability to fill time with talk), 2) 응집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the ability to talk in coherent, reasoned, and semantically dense sentences), 
3) 맥락에 적절하게 발화하는 능력(the ability to have appropriate things to say in a 
wide range of contexts), 4) 언어 사용에 있어서 창의적인 능력(the ability to be 
creative and imaginative in language use)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유창성은 이처럼 
전체적인 언어 능력, 의사소통능력에 걸쳐 있는 것으로 파악하면 그 개념이 모호해져 교수
-학습적 측면이나, 언어 능력 진단의 측면에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고는 발화 속도
(어절 수, 음절 수, 발화 수), 발화 길이, 말더듬 등 음성과 시간에 초점을 둔 협의의 개념
을 따랐다. 한국어 말하기 능력에 있어서 유창성 판단 요소를 이영식(2004)은 말의 속도, 
리듬 및 주저함으로, 김상수(2009)는 발화 속도, 휴지, 반복, 망설임, 자기 수정으로 보았
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발화 속도, 휴지, 말더듬으로 유창성을 설명하였는데 
반복, 자기 수정, 군말 삽입 등이 말더듬에 해당한다. 

거시적 차원에서 담화가 갖추어야 하는 의미 차원의 연속성과 형식 차원의 연결에 대해 
응집성과 응결성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다.28) 그러나 응집성과 응결성의 용어 
및 개념의 혼동도 함께 존재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모호한 용어 사용을 피하
고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7차 교육과정에서 사용된 ‘통일성(coherence)’을 사용하였
는데 ‘내용의 통일성’은 주제의 단일성(unity: 김민영, 2009)과 의미적 연결 관계
(coherence)를 의미한다. 앞에서 논의한 구어 능력의 범주 중 논리성(강승혜,  2005; 장

28) 논의들을 종합하면 응집성은 내적 의미의 연속성을, 응결성은 표면적 형식의 연결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응결성은 응집성을 담보하는 기제로 작동되기도 하여 응집성에 포함하여

설명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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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2006), 내용 조직(지현숙, 2006; 박광진, 2010), IELTS의 통일성(coherence), 
TOEFL의 주제 전개(topic development)에 해당한다. 

이 외에 (7) 발표 수행 시 나타나는 비언어, (8) 발표 보조 자료 작성을 본고에서 학문 
목적 발표 능력의 구성 요소로 다루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발표 보조 자료의 사용과 
비언어 사용은 전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나 발표 보조 자료는 매체론적 접근이 필요하
며 동시에 발표 보조 자료 작성 단계에서 나타나는 쓰기를 고려해야 하므로 연구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므로 후속 과제로 삼고자 하였다. 또한 비언어 양상의 경우 학습자 
모어의 비언어문화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어에서 비언어를 풍부하게 경험한 학습자를 사례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학습자
에 내재되어 있는 변인이라 검증이 어렵다. 이는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하위 항목으로 다
루어지기보다 단독 연구 주제로 심도 있게 탐구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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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 목적 발표 양상 분석

1. 학문 목적 발표 사례 분석 방법

1) 사례 선정 절차

(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초기 단계는 2011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실용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통합 연구로 설계되었다. 양적 연구 중 설문 조사29)를 통해 외국인 유
학생들의 발표 경험과 발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후, 설문 응답자 중 일부로부터 발표 수
행 자료를 얻어 질적 연구 중 담화 분석을 실시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 목적 발표 양상
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본 연구는 질적 연구에 기반한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첫째, 양적 조사 결과,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 목적 발표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발표에 대해 각각 판이한 스키
마를 보유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응답자는 학교 행사에서 ‘행사를 시작
합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한 식사(式辭)가 발표라고 여기거
나, 일부 응답자는 자국어 교육에서 자신의 장래 희망에 대해 간단하게 몇 마디 한 것이 
발표 교육을 받은 경험이라고 응답한 반면, 일부 응답자는 이것은 발표 교육 경험이 아니
라고 응답하는 등 발표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 경험의 유무에 대한 인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다. 이처럼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 집단은 동질하지 않으므로 학습자에게 개별적
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설문 조사는 학습자들의 발표에 대한 경험, 인식, 요구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질 담화 분석 대상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즉 설문 응답자 중 해당 학기에 
전공이나 교양 수업에서 본인이 직접 개인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 유학생을 추린 후, 이들
의 한국어 수준, 발표 경험, 발표 교육 경험, 요구 등을 파악하여 연구 대상을 표집하고자 
하였다. 해당 학기에 개인 발표를 해야 하는 유학생은 234명 중 30여 명으로 나타났다. 이

29) 설문 조사 결과는 2012년 6월 제19회 시학과 언어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학술대

회에서는 본 논문에 제시한 서울과 경기지역의 6개 대학에 재학 중인 10개국 234명 유학생

의 응답 결과와 더불어 101명의 한국인 대학생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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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각각에게 연락하여 발표 녹화와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그 중 1명30)만이 동의하여 결국 
양적 조사 대상자 중 질적 연구의 대상을 확보하는 것은 여의치 않았다31). 

셋째, 담화 분석은 일반적으로 언어 사용자의 언어 사용 양상의 구조나 특성을 밝히는 
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외국인 대학생의 다양한 배경적 요소들이 학문 목적 발표 양상에 
어떻게, 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담화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어 학
습자의 학문 목적 발표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친 배경 요인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
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였다. 즉 담화 분석을 통한 ‘기술’과 ‘분석’을 넘어 ‘해석’의 수
준에서 연구 문제를 고찰해야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학문 목적 발표 
교육 내용 및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담화 분석, 질적 자료 분석, 문헌 
연구를 통합한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연구 자료의 방법을 개인 단위에서 수업 단위로 변
경32)하였다. 기존의 유학생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고 동시에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 
및 학생에게 동의를 얻으며, 수업 단위로 연구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의 발표 동영상과 발표문, 발표 보조 자료, 교사 인터뷰, 발표 교
육 자료 등의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화자의 완결된 발화를 확인하고자 독화를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발표는 계획된 말하기의 성격이 강하나 발표 중에 내용이 변경되기도 하며, 
속도, 휴지, 발음 등 조음 현상이 발표의 결과로 나타나므로 사전에 계획적으로 자료를 수
집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가공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환경에서의 발표가 아니라 실
제 대학 수업에서 유학생의 학문적 발표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자료 수
집 단계에서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론적 표본 추출(theoretical sampling)’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글레이저·스트라우스(Glaser & Strauss, 1967)가 개발한 개념으로 
양적 연구에서 행해지는 통계적 표본 추출과는 차별된다. 이것은 기초적인 모집단의 범위 
및 특성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 단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30) 그러나 이 학생은 예비 면담을 실시했을 뿐 추가 면담을 위해 재연락을 하였을 때는 연결이

되지 않아 면담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31) 일부 경우에는 유학생은 동의하나 그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나 동료 한국인 학생이 동의하지

않아 녹화가 무산된 경우도 있었다. 연구는 연구자의 몫이나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연

구 대상과 그 주위를 둘러싼 사람과 제도의 지원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였다. 녹

화 및 녹취에 동의해 준 유학생, 교수자, 동료 한국인 학습자 및 외국인 학생들, 심지어 친구

까지 소개해 준 유학생들, 유학생을 소개해 준 한국어 강사들 덕분에 자료를 수집하였다.

32) 앞에서 명시한 바 있듯이 양적 조사대상자 중 질적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

여 연구 대상의 수집 방법을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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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본 수는 사전에 정해 두지 않으며 이론적 포화, 즉 새로운 표본을 검토해도 아무것
도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표본 추출을 중단한다(임은미 외 역, 2009: 
128-131). 본 연구는 단계적으로 한국어 수준, 모어(국적), 담화 유형 등 사전에 확인 가능
한 요소를 기준으로 정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더 이상 특별한 유
형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자료 수집을 중지하였다.

표본 추출의 기준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어 수준은 TOPIK 3급 이상33)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발표의 주체는 중급의 문턱을 넘어선 화자이다. 때로는 내용
에 논리적 비약이 있을지라도 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적합성과 유창성을 보이고, 
오해가 생겼을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으며, 더듬거리더라도 이것이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
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되는 발표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모어(국적)와 성별도 다양하게 
고려하였다. 2012년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34)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는 
86,878명으로 중국은 63.8%(55,427명), 일본은 4.7%(4,093명), 몽골은 4.4%(3,797명), 미
국은 3.1%(2,665명), 베트남은 2.8%(2,447명), 대만은 1.7%(1,510명), 기타는 19.5%(16,939
명)를 차지한다. 유학생 비율과 유사한 비율로 발표 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아래 
<표 Ⅲ-6>에 제시된 발표 담화 목록을 참고하면 전체 22개 자료 중 중국 16개, 베트남 3
개, 몽골 2개, 일본 1개로 구성되었다.35) 

담화(텍스트) 유형은 담화수반력의 여부(서혁, 1995), 텍스트 기능(Brinker, 1985), 담
화 목적 및 기저 구조(Brewer, 1980) 등을 기준으로 하는 여러 분류가 있으나 여기서는 

33) 2012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정·고시한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

령”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이상의 기관에서는 TOPIK 3급 이상 입학 가능, 졸업 전에 4급을

취득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TOPIK 3급은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소재를 다루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문어와 구어를 구분할 수 있다. 4급은

일상생활에서 더 나아가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적 소재도 자연스레 다룰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능력도 갖춘 단계이다.

34) 이 통계는 2012년 기준으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자료 집계를 하였으며 2013년 5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게시한 자료이다. 과정별로는 어학연수생 16,639명, 학부생

40,551명, 대학원생 20,038명, 기타 연수생 9,650명으로 구성된다.

http://www.moe.go.kr/web/275/ko/board/view.do?bbsId=41&boardSeq=44334

(검색일 2013년 7월 3일)

35) 성별은 여학생 담화는 11개, 남학생 담화는 11개로 동일한 비율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성별을 발표 수행이나 배경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정하지는 않았으나 성별이라

는 요소가 혹시라도 야기할 수 있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담화를 균형

있게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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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린튼(Brintton, 1971)의 논의에 근거하여 정보교류적(transactional) 담화 유형을 중심
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는 장르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
므로 담화 유형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언어 
행위의 목적, 대화 참여자의 역할, 맥락을 중시한 브린튼의 접근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둘
째, 브린튼의 담화 유형 분류는 중등학교에서 수집한 수천 개의 담화 자료에서 추출한 결
과이기 때문에 학문 목적 발표를 다루는 본고의 목적에 따라 브린튼의 담화 유형을 적용하
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셋째, 학문 목적 발표에 나타난 담화 유형은 발표 과제의 목
적, 교과목의 성격, 발표 주제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상
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담화 유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브린튼은 담화 유형을 참여자(participant)와 청중(spectator)의 역할에 따라 1) 정보교
류형(transactional), 2) 표현형(expressive), 3) 심미형(poetic)으로 분류한 바 있다. 정보
교류형 담화는 정보를 주고 받거나 화자가 능동적으로 청중의 행동, 의견, 태도를 변화시
키고자 하는 담화 유형으로, 발화를 담화 외적 세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
용하며 참여자에 대한 요구가 높다. 표현형 담화는 사물이나 세상의 사건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피력하는 담화 유형으로 정보교류형과 심미형의 중간 지대에 위치한다. 심미형 담
화는 세상의 표상을 직접적으로 발화하는 유형으로 이 때 청중은 관중의 역할을 한다. 학
문 목적 발표에서는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배운 내용을 적용하거나 새로 
알게 된 내용 등의 정보를 주고 받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기도 하는 
등 정보적(informative), 능동적(conative) 기능36)을 수행하는 정보교류형 담화가 주로 
나타난다.    

자료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거나 인위적인 과제가 아니라 학부 수업에서 실제 교·강
사, 동료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발표를 녹화하거나 녹취37)하여 실제 의사소통 상황의 

36) 정보교류형의 정보적 기능과 능동적 기능의 하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정보적 기능은 기록

(record), 보고(report), 일반화(generalised : narrative/ descriptive information),

낮은 수준의 일반화적 유추(analogic, low level of generalisation), 유추(analogic), 추

론(speculative), 이론화(tautologic) 범주로 이루어지며, 능동적 기능은 규제적

(regulative), 설득적(persuasive) 범주로 구성된다. 학자에 따라 ‘설득’을 ‘설명’과 분리하

는 입장과 ‘설득’을 ‘설명’의 하위 유형에 포함시키는 입장이 있다. 특히 화법교육에서는 기능

이나 목적에 따른 말하기 유형 분류가 대다수이므로 설득과 설명을 분리하여 설명하는 입장

이다. 이에 반해 박성희(2007)는 순수하게 정보 전달 기능을 하는 텍스트는 존재하기 어려우

며 설명적 텍스트와 설득적 텍스트가 논리적 사고 과정에 따라 구성되므로 설득적 텍스트를

설명적 텍스트에 포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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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 No.
학습자 정보

(성별/모어/전공)
일시 길이 자료 형태

A 교재 분석

1 여/중국/영어교육 2012.5.23 11′30″ 녹음/PPT/보고서
2 여/중국/한국어교육 2012.5.23 3′50″ 녹음/PPT/보고서
3 남/중국/영어교육 2012.5.23 9′5″ 녹음/PPT/보고서
4 여/중국/한국어교육 2012.5.23 6′4″ 녹음/PPT/보고서

B PR 사례 조사 5 남/중국/호텔관광경영 2012.6.12 7′34″ 녹화/Prezi/보고서
C 사회 계층과 

불평등 6 여/일본/언어학 2012.11.29 14′1″ 녹화/PPT

D

나의 문화 
적응 유형 7 여/중국/커뮤니케이션 2012.6.4 8′15″ 녹음/PPT/보고서
나의 문화 
적응 유형 8 여/중국/커뮤니케이션 2012.6.4 6′47″ 녹음/보고서

<서상기>의 
문화 적응 

양상
9 여/중국/국어국문학 2012.6.4 14′28″ 녹음/PPT/보고서

<항아분월>
의 문화 적응 

양상
10 여/중국/국어국문 2012.6.4 11′2″ 녹음/PPT/보고서

<표 Ⅲ-1> 발표 담화 수집 목록

발표 자료를 수집38)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발표 녹화 또는 녹취 자료와 더불어 이들이 
사용한 발표문과 사진, 파워포인트, 프레지 등의 발표 보조 자료도 함께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목록을 정리하면 아래 <표 Ⅲ-1>과 같다. 수집한 발표 자료의 수는 22개이며 자료의 
길이는 총 208분 9초에 달한다. 발표자는 대부분 인문·경영·사범계열 전공이며, 학습자의 
모어는 중국어, 일어, 베트남 어, 몽골 어이다. 

37) 학습자들의 발표가 교과목 평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학습자들이 부담을 크게 느낀다는 등 여

러 이유로 녹화를 거절한 경우에는 녹취를 하였다.

38) 좀 더 학문적이고, 심층적인 주제를 다루는 자료를 수집하였으면 좋았겠지만 이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 외국인 유학생 전용 교양 한국어 수업에서는 수강생 전부에게

익숙하고 어렵지 않은 주제로 발표 과제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문 목적 발표보다

일반 목적 발표에 가까운 주제가 활용되고, 한국인과 같이 참여하는 수업에서는 한국인이 주

도하는 조별 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이 주도적이며 개별적인

발표 기회를 갖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아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다. 이

는 연구자가 외국인 학부 과정생의 발표 녹화 허가를 얻기 위해 교·강사와 접촉을 하는 과정

에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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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쌀국수 11 남/베트남/경영 2012.11.27 4′8″ 녹화
F 광공해 12 남/베트남/경영 2012.11.29 8′24″ 녹화/사진, 

판서/보고서
G 한국인의 

교육열 13 여/베트남/교환 학생 2012.11.29 8′39″ 녹화/PPT
H 자기소개

(자아 탐구) 14 여/몽골/디자인 2013.5.16 8′18″ 녹화/PPT

I
한복 15 남/몽골 2013.6.17 7′04″ 녹화/PPT

태극기 16 남/중국/경영학과 2013.6.17 5′50″ 녹화/PPT
세배 17 여/중국 2013.6.17 5′55″ 녹화/PPT

J

대학생 동거 18 여/중국/국어국문 2012.6.26 20′5″ 녹화/PPT/보고서
대학생의 

등록금 문제 19 남/중국/국제무역 2012.6.26 7′21″ 녹화/PPT/보고서
대학생의 
연애관 20 남/중국/경영정보 2012.6.26 20′19″ 녹화/PPT/보고서

대학생 취직 21 남/중국/국어국문 2012.6.26 22′16″ 녹화/PPT/보고서

대학 등록금과 
아르바이트 22 남/중국/경영정보 2012.6.26 15′10″ 녹화/PPT/보고서

위에서도 언급한 바처럼 외국인 유학생 발표 수집 초기에는 개별적으로 접근하였으나 
중도에는 방법을 변경하여 교과목 단위로 수집을 시도하였으며, 전공과 교양을 골고루 수
집하였다.  <표 Ⅲ-1>의 ‘A’, ‘B’, ‘C’, ‘H’는 전공 수업이며, ‘D’, ‘E’, ‘F’, ‘G’, ‘I’, ‘J’는 
교양 수업이다. ‘A’, ‘B’, ‘C’, ‘E’, ‘F’, ‘H’를 제외한 나머지 ‘D’, ‘G’, ‘I’, ‘J’는 외국인 전
용 강좌이다. ‘A’는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수업으로 교재에 적용된 교수법을 분석한 후 이
를 보고하는 과제이며, ‘B’는 호텔관광경영학 과목으로 호텔의 PR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
하는 과제이다. ‘C’는 사회 계층과 불평등을 주제로 하는 과목에서 사회 계층이 교육에 미
치는 불평등이라는 소주제를 학습자가 선정하여 주제를 탐구하고 연구 계획서를 발표하는 
과제이고, ‘D’는 문화 적응 유형을 학습자 자신이나 고전 문학의 주인공들에게 적용해 보
는 과제이며, ‘E-F’39)는 교양 국어 수업에서의 설득적 발표, ‘G’는 주제 조사 발표 과제이
다. ‘H’는 조명 디자인 수업에서 공간을 디자인하기 전에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과제이다. ‘I’는 한국어 화법 수업 과목에서 한국 문화와 관

39)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주제 발표를 요구한 과제는 ‘E’와 ‘F’였으나 학습자는 설득보다는 설

명에 가까운 발표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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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주제를 골라 조사하여 발표하는 과제이며, ‘J’는 실용한국어 수업으로 대학생과 관련
된 주제를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과제이다. 수업
과 관련된 주제 안에서 소주제나 분석 대상은 학생이 직접 고를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공
하고 있으나 교재 분석, 설문 조사, 연구 계획서 등에 대한 요구, 보고 또는 설득 등 발표
의 목적, 개인 발표와 같은 과제 수행 방식은 지정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 중 학문 목적 발표보다 일반 목적 발표에 가깝게 보이는 주제(E, H, I)가 
있지만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모두 학문 목적 발표에 해당한다. ‘E’는 외국인 유학
생이 교양 화법 수업에서 제시된 발표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에 선정한 주제이
다. 비록 주제는 범박하지만 이 과정에서 배움이 있었기에 학문 목적 발표라고 본다. ‘H’
는 자기소개가 주제이므로 일반 목적 발표로 오인할 수 있으나 자신을 타인에게 소개하고 
알리기 위한 목적보다 그 전에 자신의 성향이나 기호를 탐구하고 성격을 성찰하며 그 결과
를 동료 학습자와 공유하는 과제로 그 성격이 자아 탐구, 자아 성찰에 가까우므로 일반 목
적 발표보다 학문 목적 발표에 그 무게가 실린다. ‘I’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화법 수업에서 생성된 발표로 한국 문화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어 학문 목적 
발표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교양 수업도 학문 목적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 발표를 위해 학습자는 자료 수집, 내용 구성, 발표 보조 자료 작성 등의 모든 절차를 거
쳐 동료 학습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표라는 담화에 대해 배
울 수 있었기 때문에 학문 목적 발표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1차적으로 목록에 제시된 발표를 대상으로 담화 분석을 하였다. 담화 분석의 기초는 분
석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기초 분석 단위로 ‘발화단위’를 설정하고 ①한 화자가 입을 열
어 그 말이 끝나는 행위, ②억양, 휴지, 순서교대 등에 의해 구분되는 단위, ③독립적이며 
화용적 의미를 가지는 단위라고 보았다. 발표 담화는 ‘발표 담화-단위화제…-단위화제-발
화단위’의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전사는 기본적으로 맞춤법에 따라 전사하였으며, 구어, 개인, 지역적 발음 특성으로 인
해 맞춤법대로 소리 나지 않는 경우에는 발음대로 적었다. 그리고 자주 등장하거나 쉽게 
원래 형태로 이해되는 구어적 변이형은 철자형을 붙이지 않았다. 전사 체계는 기존 담화 
분석의 일반적인 전사 체계에 세종계획의 구어 전사 지침(2007)과 안병섭(2007)의 음성적
인 표기 방식을 추가하여 다음의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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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의미

1. 숫자는 발화 순서를 의미한다.
? 상승 억양을 나타낸다.
. 하강 억양을 나타낸다.
! 강하고 기운찬 어조를 나타낸다.
- 말더듬으로 인한 장음을 나타낸다.
~ 표현적 장음을 의미한다.
, 짧은 휴지가 있었음을 표시한다.

(1초) 1초의 휴지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 발음이 부정확한 부분을 나타낸다.

<oo> oo이라는 행동을 설명한다.
[  ] 연구자의 보충 설명을 나타낸다.

<R R> 자료를 읽은 부분을 나타낸다.

<표 Ⅲ-2> 전사 기호 체계

(2) 사례 선정

수집한 자료를 한국어교육 전문가 3인40)에게 내용과 표현41)의 두 축을 두고 상, 중, 하 
수준별로 총체적 평가를 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여기서의 평가는 처방을 위한 교수-학습 
목적을 지니는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르다. 본 연구는 학문 목적 발표 양상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 배경 요인을 밝혀내고, 교육적 처방을 마련
하기 위한 연구 목적을 지니므로, 아래의 [그림 Ⅲ-1]에서 5번 영역의 비검사측정
(measurement)에 해당한다. 즉 교수-학습 과정에서 가치 판단이나 의사 결정을 위한 평
가가 아니라, 연구 목적으로 학문 목적 발표별로 코드를 부여하여 유형화하기 위한 측정에 
해당한다. 

이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측정과 의사 결정을 위한 평가를 구별한 바흐만(Bachman, 
1990: 22-23)에 기반한다. 1번부터 3번 영역은 평가에 해당하는데 1번은 학습자 수행 진
단을 위한 질적 기술이며, 2번 영역은 학습자의 수행에 따라 성적이나 수행을 부여하는 비

40) 이들은 모두 한국어교육 경력이 8~10년 이상이며,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 이상의 학력을 보

유하고 있다. 1명은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이며, 2명은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 수료이다.

41) 이에 대해서는 2장의 발표 능력의 구성 요소에서 상세히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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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평가이며, 3번 영역은 학습자의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의 목적을 지닌 검사이
다. 4번과 5번은 연구를 위해 수행되는 검사와 측정으로 4번은 제이언어 습득 연구에서 
숙달도를 평가하는 경우, 5번은 제이언어 습득 연구에서 주체별로 코드를 부여하는 경우
이다. 

[그림 Ⅲ-1] 평가, 검사, 측정의 관계(바흐만, 1990: 22)

한국어교육 전문가 3인은 측정 과정 중에 결과를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하기 위하여 ‘상, 
중상, 중하, 하’의 4단계를 설정하였다. 이를 ‘내용’과 ‘표현’의 수준에 따라 배치42)해 보면 
[그림 Ⅲ-2]와 같이 크게 다섯 무리로 나뉜다. 수준별로는 기초, 보통, 우수로 나누어지며, 
내용 축의 극단과 표현 축의 극단에 자리하고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 이를 정리하여 우수 
수준(내용과 표현이 모두 우수한 발표), 보통 수준에서는 내용·표현균등형(내용과 표현이 
비교적 균등한 발표), 내용지향형(내용에 치중하여 표현이 부족한 발표), 표현지향형(표현
에 치중하여 내용이 부족한 발표), 기초 수준(내용과 표현이 모두 부족한 발표)으로 유형화
하였다. 대부분의 자료 45%가 ‘보통 수준’에 해당하며 내용과 표현의 측면이 고루 부족한 
발표로 ‘내용·표현균등형’에 해당한다. 보통 수준에서 내용에 치중한 발표와 표현에 치중

42) 여기에서 적용한 내용과 표현의 틀은 김평원(2010)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그는 음성 언어

를 통한 효과적인 전달 능력은 내용 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내용과 표

현을 두 축으로 하는 지각 지도 프로파일(perceptual map profile)을 제안하였다. 본고에

서 적용한 내용과 표현의 축은 한국어교육 전문가의 전문성과 바흐만의 이론을 통해 수립한

것으로 그의 지각 지도 프로파일의 틀을 수용한 것이 아니다. 본고는 내용·표현균등형처럼 내

용과 표현에서 두루 중간 정도의 수행을 보이고 있는 유형을 인정하나 김평원(2010)에서 제

시한 지각 지도 프로파일에서는 이 유형을 다루지 않는다. 또한 그는 양적 연구를 통해 이러

한 평가 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질적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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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표의 유형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각각 ‘내용지향형’과 ‘표현지향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보통 수준의 내용·표현균등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각각 2~4개로 평균 3개로 비등한 
비율로 구성된다. 

[그림 Ⅲ-2] 학문 목적 발표 수집 자료 분포도

측정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자간 일치도(Inter-rater reliability)를 플레
이스 카파(Fleiss’s Kappa Analysis)43)를 통해 검증하였다. 플레이스 카파 계수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랜디스·코크(Landis & Koch, 1977)와 플레이스 외
(Fleiss et al, 2003)의 견해가 보편적이다. 카파 값이 0.75 이상이면 매우 훌륭한
(excellent) 수준, 0.40에서 0.75 사이이면 상당한(fair to good) 수준, 0.40 이하이면 형
편없는(poor) 수준의 일치도를 나타낸다고 해석한다. ‘내용’의 플레이스 카파 값은 
0.6984, ‘표현’의 카파 값은 0.6038로 상당한 수준의 일치도를 나타내었으므로 평정자들
의 측정은 일관성이 있으며 신뢰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사례 연구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자료에서 이들 중 유
의미하며 핵심적인 사례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의 중심부에 다가갈 수 있는 내
용을 많이 포함한 정보가 풍부한 사례를 선정하기 위하여 스테이크(Stake, 1995), 패튼
(Patton, 1990), 모스(Morse, 1998), 마일즈·후버만(Miles & Huberman, 2009)을 참조하

43) 급내 상관관계 분석에서 출발한 카파 분석은 코헨(Cohen, 1960)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

다. 코헨 카파 지수는 평가자가 2인이며, 평가 결과가 이분(예. 합격, 불합격)될 때 사용한

다. 평가자가 3인 이상이거나 평가 결과가 5점 척도와 같이 연속형변수인 경우 플레이스 카

파 지수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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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례 추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a. 모집단에서 주어진 모든 사례의 예를 추출하는 포괄적인 표본 추출(Miles & 
   Huberman, 2009; 박태영 외 역, 2009)
b. 각 유형의 극단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극단적인 사례
c. 평균치나 대다수의 전형적인 사례
d. 하위 집단을 설명 및 비교할 수 있는 층화 목적적 표본 추출(Patton, 1990)44)

e. 연구 과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례(Morse, 1998: 73)
기준 a는 스테이크(Stake, 1995: 4)가 말한, 제한된 자원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것(to maximize what we can learn)’과 일맥상통한다. 사례 연구 
방법이 태생적으로 지니는 소수의 사례로부터 기인하는 일반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 목적 발표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사례를 포괄적
으로 추출하고자 기준 a를 선정하였다. 또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생산한 학문 목적 
발표 양상과 배경 요인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의 극단적인 사례를 추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기에 기준 b를 선정하였다. 동시에 가장 전형적인 학문 목적 
발표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준 c를 선정하였다. [그림 Ⅲ-2]에서 확인하듯이 
보통 수준은 내용·표현균등형, 내용지향형, 표현지향형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보통 수준의 발표를 내용과 표현이라
는 축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기준 d를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자신의 생
각을 한국어로 잘 표현할 수 있으며, 심층 면담에서 깊이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준 e를 선정하였다. 

44) 유목적적 표본 추출(purposeful sampling)의 16가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1) 극단적이거나 일탈적인 표본 추출(extreme or deviant case sampling), 2) 준예외적

표본 추출(intensity sampling), 3) 최대 변량인 표본 추출(maximum variation

sampling), 4) 동질적인 표본 추출(homogeneous sampling), 5) 전형적인 표본 추출

(typical case sampling), 6) 층화 가능한 표본 추출(stratified purposeful sampling),

7) 결정적 표본 추출(critical case sampling), 8) 눈덩이 또는 사슬처럼 연계되는 표본 추

출(snowball or chain sampling), 9) 기준 표본 추출(criterion sampling), 10) 이론에

기반하거나 사용 가능한 구인이 있는 표본 추출(theory-based or operational construct

sampling), 11) 확증과 비확증 표본 추출(confirming and disconfirming cases) 12) 기

회주의적 표본 추출(opportunistic sampling), 13) 무작위이나 유목적적인 표본 추출

(random purposeful sampling), 14) 정치적으로 중요한 표본 추출(sampling

politically important cases), 15) 편의적 표본 추출(convenience sampling), 16) 다

중 목적의 표본 추출(combination or mixed purposeful sampling)이다.



- 57 -

우수 수준의 경우, 자료 22번과 자료 28번은 재중 교포로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며 자
료 6번이 가장 극단적인 유형에 가까워 사례 선정 기준인 a를 만족하며 예비 면담에서 연
구 참여자가 연구 참여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분석 사례로 선정하였다. 보통 
수준에서 내용지향형의 경우, 자료 21번은 해당 유형의 극적인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 사
례 선정 기준 b에 위배되므로 사례 선정에서 제외하고 사례 선정 기준 a~e를 골고루 만족
시키는 자료 4번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나머지 유형의 경우, 사례 선정 기준 a~d를 적용하여 자료 분포도에 나타난 각 유형별
로 두 개의 사례를 선택하였다. 보통 수준의 내용·표현균등형은 자료 12번과 자료 20번, 
보통 수준의 표현지향형은 자료 10번과 자료 7번, 기초 수준은 자료 4번과 자료 5번을 예
비 면담 대상으로 선발하였다. 보통 수준의 내용·표현균등형에서는 자료 20번이 자국어 교
육이나 발표 교육 경험의 배경 요인이 다른 중국어권 학습자와 유사하여, 선정된 사례들이 
모집단의 특성을 좀 더 포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선택 기준 a에 부합하는 베트남 어 발
표인 자료 12번을 선정하였다. 또 보통 수준의 표현지향형에는 예비 면담 과정에서 자료 
7번보다는 자료 14번이 훨씬 적극적으로 자세로 면담에 임하였으며 발표에 대해 좀 더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료 14번을 선택하였
다. 기초 수준의 경우, 자료 5번이 그 유형의 가장 극단적인 자료로 사례 선정 기준 a와 
b를 만족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자료 4번을 선정한 이유는 사례 선정 기준 e 
때문이다. 예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자료 5번의 경우 프레지 활용 능력, UCC 공모전 참가 
등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활동에는 매우 능하나 발표에 대한 상위 인지적 사고력이나 이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좋은 정보 제공자가 되기 어려웠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례 목록은 <표 Ⅲ-3>과 같다.   

사
례

유형
자료 
번호

성
별

모어

가 우수 수준 6 여 일본어
나 보통 수준(내용·표현균등형) 12 남 베트남 어
다 보통 수준(내용지향형) 4 여 중국어
라 보통 수준(표현지향형) 14 여 몽골 어
마 기초 수준 19 남 중국어

<표 Ⅲ-3> 선정된 사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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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사례들의 모어는 일본어 화자 1명, 베트남 어 화자 1명, 중국어 화자 2명, 몽골 
어 화자 1명이며, 성별은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으로 구성된다. 각 유형의 특성을 잘 드
러내는 사례들이 선정되었음을 보통 수준의 내용지향형인 자료 4번, 우수 수준의 자료 6
번, 보통 수준의 표현지향형의 자료 14번, 보통 수준의 내용·표현균등형인 자료 12번의 자
료 분포도 위 표시 지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례 가]는 내용과 표현이 수준이 모두 우수한 ‘우수 수준’의 사례로 S대학 언어학과에 
교환 학생으로 온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3학년 여학생의 발표이다. 일본에서는 T대학에 
재학 중으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으며 S대학 언어교육원에서 6급과 연구반을 수료하였
다. 발표 과제는 사회학과 수업에서 부여된 것으로 ‘사회 계층과 불평등’을 다루는 주제를 
각자 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 계획을 세워 그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다. [사례 가]는 ‘일본과 
한국의 사회 계층과 교육의 연관성 비교 연구’를 발표 주제로 삼았는데 이는 발표자가 평
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문제이다. 이 수업은 2, 3학년 대상 수업이었기 때문에 연구 방법
에 대한 것은 대부분 알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없었다. 다만 사회 계층과 불
평등과 관련 이론에 대해서는 배웠고 주제를 이메일로 제출한 후 발표하였다. 중간보고 형
식의 형태로 완결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연구 계획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알
리는 것이다. 발표는 보편적인 연구 계획의 내용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과제,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연구 절차, 제기된 문제점들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발표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사례 나]는 내용과 표현의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보통 수준’의 ‘내용·표현균등형’으로 
베트남 어를 모어로 하는 3학년 남학생의 발표이다.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으
며 S대 경영학과에 교환 학생으로 재학 중이다. S대학 언어교육원에서 6급을 수료하였다. 
[사례 나]는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동료 학습자와 함께 수강하는 교양 국어 수업에서 이루
어진 발표로 ‘설득적 말하기’가 과제이다. 주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청중을 고려
하여 설득적 말하기를 수행할 것’이라는 지침이 제시되었다. 발표자는 내용 준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영어 수업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를 차용하였다. 영어 수업에서는 광공해
(光公害)에 대한 설명을 하는 조 발표를 수행하였는데 이 중 ‘광공해가 건강에 미치는 나
쁜 영향’에 속한 내용을 ‘광공해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 빛 사용을 자제하자’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발표 보조 자료 사용에 대한 지침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발표자는 ‘판서’와 ‘사진’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사례 다]는 표현보다 내용적 측면이 더 우수한 ‘보통 수준’의 ‘내용지향형’으로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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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어로 하는 2학년 여학생의 발표이다. 중국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한국어를 배우며 
TOPIK 4급까지 획득하였다. 그 후 한국의 P대학으로 유학 와서 한국어교육원 5급 수료 
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있다. [사례 다]는 한국어교육 전공 수업에서 한
국어 교재에 적용된 교수법 분석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수업에서 언어 교수법을 익힌 
후 교재에서 활용하고 있는 언어 교수법 또는 접근법을 분석하여 발표하는 과제이다. 교재
는 발표자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다른 동료 학습자와 중복되는 교재
를 선정하지 않도록 하라는 방침이 제시되었다. 발표자는 분석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모국에서 학습한 경험이 있는 익숙한 교재를 선정하였다. 발표자는 교재 구성을 소
개하고 각 부분에 적용된 교수법을 설명한 후, 교재에 대한 자신의 의견으로 결론을 제시
하였다. 발표 보조 자료의 사용은 교수자가 요구하지 않았으나 발표는 파워포인트를 사용
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인식으로 인하여 발표 보조 자료를 사용하였다. 

[사례 라]는 몽골 어를 모어로 하는 3학년 여학생의 발표로 내용보다 표현이 우수한 ‘보
통 수준’의 ‘표현지향형’ 발표이다. S대학에서 실내 디자인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으로 한
국어는 S대학의 한국어교육원에서 4급을 수료하였다. [사례 라]는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동료 학습자와 함께 하는 조형 디자인 수업에서 이루어진 ‘나’라는 인물에 대해 잘 탐색하
여 발표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주제는 자기소개라고 제시되었으나 실제의 내용은 자아 
탐구, 자아 성찰에 가깝다. 자신의 성향, 기호를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을 잘 들여다 보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과제였기 때문이다. 발표 주제가 
‘나’이므로 매우 친숙하며 익숙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의 출생부터 유학까지 시
간 순서에 따라 내용이 조직되어 있으며, 발표 후반부에는 자신의 현재 모습과 미래의 꿈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발표 보조 자료로 파워포인트 사용이 지침이었다. 

[사례 마]는 K대학 국제무역학과에 재학 중인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2학년 남학생의 발
표로 ‘기초 수준’에 해당한다. 중국에서 한 달간 기초 회화를 배운 후 한국에 와서 1급부터 
6급까지 한국어를 배웠다. 4급 수료 이후 TOPIK 3급을 획득한 바 있다. 교양 한국어 수업
에서 부여받은 과제로 대학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중 세부 주제를 선정하여 설문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사례 마]는 대학생의 등록금 문제를 세부 주제
로 선정한 후 재학 중인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의견, 등록금 해결 방법, 한 달 생활비, 적
당하다고 생각하는 등록금의 액수, 등록금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으
며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침으로 대학생 생활과 관련한 주제, 설문 조사45), 발
표 보조자료로 파워포인트 작성, 발표 후 보고서 제출이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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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틀
학문 목적 발표 양상 분석을 위한 틀은 발표의 장르적 특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황 맥

락과 담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장르 분석 방법은 스웨일즈(Swales, 2004: 72)
에서 담화 우선 접근법과 상황 우선 접근법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림 Ⅲ-3] 학문 목적 발표 양상 분석의 틀 구성

본고는 학부 과정 학습자의 학문 목적 발표 양상을 대상으로 아스케하우에와 스웨일즈 
논의 중 ‘담화 우선 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부분은 [그림 Ⅲ-3]의 실선 상자 (a) 영역
에 해당한다. 담화 우선 접근법은 1) 담화/텍스트의 구조, 스타일, 내용, 목적 – 2) 장르 
– 3) 맥락 – 4) 장르의 용도 변경 – 5) 장르 네트워크 재편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는 
장르 네트워크 안의 담화 배치가 최종 단계이므로 담화적 접근과 유사하게 장르 유형의 구
획화에 관심이 있는 접근이다. 본고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 목적 발표 장르를 
장르 네트워크 안에 편성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으나, 담화 중심 접근법은 언어 생산물인 
담화의 구조, 내용, 문체 특질과 의사소통 목적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여 담화의 특질을 이
해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Ⅲ장의 발표 양상 분석에서 이러한 접근법을 차용한 담화 분

45) 해당 과목의 교수자에게 왜 학생들이 ‘설문 조사’를 반드시 수행하게 하였는지에 대해 질문

한 바 있다. 담당 교과목의 강사는 “학생들에게 자유 주제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하면

인터넷에서 복사하여 대강 붙여내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직접 내용을 생성, 조직하고 언

어로 표현해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문 조사라는 방식을 고수하였다.”고 답하였다. 비록 학

생들이 수행해 낸 설문 조사의 연구방법론적인 차원에서는 미진함이 많지만 학습자들이 스스

로 실제 발표 담화를 생성하고 조직하고 표현했다는 점에서는 이 자료들의 가치가 높다고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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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실시하였다. 점선 상자 (b) 영역은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 목적 발표에 영
향을 미치는 배경으로, 학습자의 모어, 발표 준비 과정, 자아 개념, 학습 동기, 발표 불안, 
학습자가 경험한 교재와 교사, 자국어 및 외국어 교육의 경험 등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상황 우선 접근법’의 관점을 도입하였다. 상황 우선 접근법은 1) 의사소통 상황 확인 – 2) 
상황 속에서 집단의 목적, 가치, 물리적 조건 – 3) 일의 패턴과 기대 수준 – 4) 장르 레퍼
토리와 예의 – 5) 선택된 장르의 용도 변경 – 6) 장르의 담화/텍스트적, 기타 특질의 절차
로 진행된다. 상황 우선 접근은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또는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집단의 목
적, 가치, 기대 수준의 측면을 강조하는데, 이는 광범위한 개념인 ‘맥락’을 사용하는 담화 
우선 접근법에 비해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Ⅳ장의 배경 요인 분
석은 이에 기반한다. 

Ⅲ장의 담화 분석은 언어 층위별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1) 담화 층위, 2) 어휘 및 문법 
층위, 3) 음운 및 음성 층위로 분류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담화(discourse) 층위는 학문 목
적 발표라는 의사소통 사건의 전체이며, 발표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층위이다. 어휘 및 문
법(lexicogrammar)층위는 어휘와 문법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화자의 의도를 전달
한다. 음운 및 음성 층위는 연구자가 제안하는 용어로 음운, 음의 고저, 강세, 크기, 속도, 
억양 등 음성적 자질과 분절음 발음 및 음운 현상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보그랑
드(Beaugrande, 1997; 200846)), 할리데이(Halliday, 2004), 민병곤(2001), 이관규(2005)
를 참고하였다. 

보그랑드는 언어를 ‘담화-어휘 및 문법-운율(prosody)’로, 할리데이는 ‘담화-어휘 및 
문법-음운(phonology)’로 파악하여 다소 차이를 보이나, 두 입장 모두 담화를 의사소통 
사건 전체의 의미로 보고 있다. 엄격한 구조주의 입장에서는 형태와 통사를 분리하여 접근
하나 보그랑드와 할리데이는 형태론과 통사론을 나누어 보지 않으며 더 나아가 어휘와 문
법을 하나의 층위로 다룬다. 할리데이는 어휘와 문법이 동일한 스펙트럼 위의 양 극단에 
위치한다고 본다. 이러한 어휘와 문법을 하나의 층위로 간주하는 관점은 한국어교육의 실
제와 맞닿아 있다. 아직까지 한국어교육에서는 문법 항목 중심의 교수-학습이 보편적이지
만 학습자 입장에서는 굳이 형태, 통사, 어휘를 분리하여 인식하거나 학습할 필요 없이 자
신의 의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는 표현 단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도 어휘와 문법을 분리하지 않고 어휘 및 문법을 하나의 층위로 보았다. 

46) http://www.beaugrande.com/UPLOADGRAMMARHEADER.htm 참조하였음.(검색

일 2013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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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그랑드의 ‘운율(prosody)’은 전통적인 음운론에서 다루는 운율적 요소 또는 운소보다 
넓은 개념이다. 전통적인 음운론에서 운율적 요소 또는 운소는 장단, 고저, 강약, 초분절음
만이 해당되며 음운은 별도로 다루는 것과는 상이하게 보그랑드는 조음(articulation)과 
음운(phonemes)을 모두 운율(prosody)에서 다룬다(Beaugrande, 1997: 113). 할리데이
는 ‘음운(phonology)’ 층위를 발화에서 표현 기능을 하는 음성(phonetics)와 음운
(phonology)으로 설명한다. 두 입장에서 택한 용어는 운율과 음운으로 상이하나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유사하다. 즉, 분절음, 음운현상과 같은 음운의 문제, 장단, 고저, 억양, 강
세, 초분절음과 같은 운율적인 요소를 포괄하는 것이다. 본고는 조음 및 발화를 통해 표현
된 발음의 정확성과 발화의 유창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를 가장 적확하게 지시할 수 있는 
‘음운 및 음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음운’이라는 용어에 음소, 운소가 포함되기는 하
지만, 휴지, 단어의 반복, 군말 삽입과 같은 발화 차원의 양상들을 포함하기에는 부적절하
기 때문에 ‘음성’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음성을 인간의 발음을 통해 나오는 물리적 소리이
며 음운의 음성적 실현 단위라고 정의한 이관규(2005: 76-78)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Ⅱ장 2절 3항에서 선정한 학문 목적 발표 능력에 의거하여 분석 단위 및 분석 항목 등
의 분석 내용과, 분석 기준을 선정하였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4>와 같다. 학문 
목적 발표는 ‘담화 – 단위화제 - 발화단위’로 구성되므로, 담화 층위는 담화, 단위화제를, 
어휘 및 문법 층위와 음운 및 음성 층위는 발화 단위를 분석 단위로 삼았다. 

층위 담화 층위 어휘 및 문법 층위 음운 및 음성 층위
분석단위 담화, 단위화제 발화단위

분석항목

1) 담화의 형식 구조
2) 주제 전개 방식
3) 단위화제 간 의미 관계
4) 단위화제 내 의미 구성

1) 기초 어휘의 사용
2) 사고도구어의 사용
3) 문법적 오류

1) 분절음
2) 발화 속도
3) 휴지
4) 말더듬

기준 통일성 정확성, 다양성, 적절성 정확성, 유창성

<표 Ⅲ-4> 담화 분석 틀

담화 층위는 ‘통일성’을 기준으로 외국인 대학생의 학문 목적 발표에 나타난 ‘도입부-
전개부-종결부’의 형식 구조, 설명, 논증, 서사, 기술 등의 주제 전개 방식, 수집, 비교/대
조, 인과, 문제/해결 등의 단위화제 간 의미 관계, 소주제와 설명부의 일관성 및 풍부성 등 
단위화제 내 의미 구성을 분석하였다. 어휘 및 문법 층위에서는 발화단위를 주로 살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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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구체적인 분석 요소는 기초 어휘의 선택 및 사용, 사고도구어의 사용, 문법적 오류이다. 
즉 정확한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는가, 다양한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가, 개념을 구체화
하여 적절하게 표현하는가, 그리고 학문 목적 발표의 특성 중 하나인 학문적 도구어47)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문법적 오류는 정확성과 적절성을 기준으로 조사, 어미, 
호응, 피동 및 사동, 문장 성분, 성분 생략, 성분 추가 등을 분석하였다. 음운 및 음성 층위
에서는 분절음 발음의 정확성과 발화 속도, 휴지, 말더듬 등 발화 유창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담화 분석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발화 단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어 학습
자의 발표와 관련한 연구의 분석 단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분석 기준이나 틀은 있으나 
담화 분석의 최소 단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에 제시된 사례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분석 단위는 순서교대(이해영, 2008), 구어 단락(이민아, 2013), 발화 
단위(김유리, 2013)48)였다. 이외에 국어교육에서 구어 독화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살펴
보면 박종훈(2007a)은 체계기능언어학의 견지에서 어휘-문법 층위의 분석 단위로, 휴지를 
기준으로 한 ‘절’을 설정한 바 있으며 김민영(2009)은 ‘발화’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한국어교육이나 국어 교육의 구어 연구에 나타난 담화 분석 단위는 각양각색이다. 

분석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분석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
어 유창성을 판단하는 항목 중의 하나인 발화 길이(MLU: Mean Length of Utterance)는 
발화단위를 어디서 자르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 이처럼 분석 단위는 “전체의 속성을 
보존하고 있는 최소의 단위(Vygotsky, 1986; 박양주, 2011: 783 재인용)”이며 “연구자의 
이론적 관점을 농축적으로 반영하며 연구의 기본 방향과 성격을 결정(Granott, 1998; 박
양주, 2011: 783 재인용)”하므로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언어 분석의 최소 단위, 또는 구어 분석 단위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대부분 발화단위를 어떻게 객관적이며 효율적으로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에 그치고 
있다. 1차적으로는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발화단위를 설정하여 신뢰도를 높이는 것
이 중요하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연구 목적이나 관점에 적절한 발화단위를 설정하여 
타당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어 단위 또는 언어 분석 단위에 대한 용어 및 개념을 

47) 신명선(2004)의 용어를 빌면 사고도구어(academic vocabulary)이다. 이는 다시 3장에서

자세히 논한다.

48) 전사법 및 기호는 국립국어원, 세종계획, Tannen(1984), Schiffrin(1987)을 정리하여 따

랐다고 밝혔으나(김유리, 2013: 12) 담화 분석의 최소 단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다양한

논의를 참조하여 자신의 연구에 맞는 전사 기호와 체계를 수립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전사

기호와 전사 체계 수립에 선행하는 발화단위에 대한 관점의 수립하지 못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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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한 후, 본 연구의 목적 및 이론적 관점에 적합한 용어와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언어 또는 담화 분석을 위한 최소 단위에 대한 주요 용어는 억양단위(전영옥, 2003; 세

종계획, 2000; 세종계획, 2001), 발화문(이희자, 2002), 발화(유필재, 1994; 신지연, 1999; 
김태경·김정선·최용석, 2005; 전영옥, 2006a, 2006b; 안병섭, 2007; 김민영, 2009; 조민
하, 2011; 김수진·차재은·오재혁, 2011)가 있다. 이 용어들은 음운, 통사, 의미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용어의 선택과 용어가 표방하고 있는 개념이 달라진다. 

전영옥(2003)49)은 “한 화자가 입을 열어 말한 행위의 결과인, 말해진 표현”을 ‘발화’라
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체이프(Chafe, 1988, 1994)를 인용하여 “하나의 억양 윤곽에서 나
타나는 발화의 길이이며 화자의 의식에서 그 순간에 초점이 놓여진 특별한 정보가 언어로 
표현된 단위”가 ‘억양단위’이며 구어는 바로 이 억양단위로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
서 발화란 말하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거시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억양단위는 구어 분
석의 기본 단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정의를 실제 구어 분석에 적용하였을 경우, 최소 
단위의 경계를 나누는 것이 명료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여 국립국어원( 2007)
에서는 억양단위를 “하나의 통일된 억양 윤곽에서 나타난 발화의 연속 단위”라고 정의하
고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억양단위’라는 용어는 구어의 음성적 특질이 반영되도록 구어 분석의 단위를 선정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고의 담화 분석 단위로 이 용어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
은 점에서 용어의 혼동, 관점의 오해, 용어의 비통일성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억양 단위
(intonational units)는 담화 분석에 존재하기는 하나 음운론에서 다루고 있는 억양, 억양
구, 강세구 등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 둘째, 억양단위라는 용어는 표면적으로는 의사소통
에서 일어나는 의미, 통사 구조를 배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통사적 구
조와 정보를 담고 있는 소리로서의 발화단위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와 그 
함축적 의미가 상충된다. 셋째, 거시적인 발표 담화의 층위를 계층화할 때 억양단위라는 
용어는 다른 층위의 명칭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담화를 이루는 구성 층위는 내용 또
는 의미에 따라 주제, 명제, 단위화제, 단락이 주로 언급되며, 구어의 특성상 구어단락, 발
화, 단위화제 등이 논의된다. 초점에 따라 명칭은 달라질 수 있으나 운율적 특성이 강하게 
두드러지는 ‘억양단위’가 담화 층위 중 하위 구조를 지칭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49) 전영옥(1993, 1998)은 구어의 기본 단위로 ‘발화단위’라 명하고 차례맡기, 휴지와 억양, 종

결 어미, 의미의 연결성에 의해 구분된다고 보았다. 이후의 논의에서 ‘억양단위’라는 용어를

제안하였으며 휴지와 억양에 의해 구분된다고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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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희자(2002)에서는 의사소통의 최소 단위로 “일정한 언어 행위를 수행하는 의사
소통의 최소 단위로 문맥과 상황성이 포함된 단위”인 ‘발화문’을 제안한 바 있다. 완결되
지 않은 표현도 구어의 특성상 완결체로 볼 수 있다고 밝혔지만, 발화를 물리적인 실체를 
넘어선 체계를 지닌 랑그(langue)임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화문(文)’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념에는 동의하나 ‘문(文)’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마치 
발화도 문장처럼 완결되어야 하는 인상을 주어 이 용어를 선택하지 않았다. 발표라는 구어 
독화는 전체 담화의 층위에서이든, 최소 단위에서든 음운, 통사, 의미적인 요소를 모두 담
고 있으며, 문어와 달리 완결된 표현이나 구조로 끝맺지 않아도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문(文)’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발화’라는 용어를 쓴 연구들은 다음의 <표 Ⅲ-5>와 같다. 발화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
면, 발화는 기능적이고, 독립적이며, 표현의 실체이자 완결된 단위이다. <표 Ⅲ-5>를 보면 
발화의 구분 기준으로는 휴지, 문종결 어미, 수행 억양, 의미적 완결성, 운율적 완결성이 
거론됨을 알 수 있다. 

번호 연구자 정의

(가) 유필재(1994) 음 연쇄에서 음운론적으로 양 끝에 휴지를 가진 완결된 단위
(나) 신지연(1998) 문종결 어미나 수행 억양으로 구분되고 의미상으로 한 덩어리의 생각

을 표현하는 것
(다) 김태경·김정선·

최용석(2005)
음성을 통한 언어 형식으로 의사소통 행위 가운데 실현되어 물리적으
로 존재하는 실체

(라) 안병섭(2007) 화자의 발화 의지가 운율적으로 완료된 의사소통의 자립 단위
(마) 김민영(2009) 특정 상황 속에서 실현된 문장을 가리키는 것이며 자체의 독립된 화용

적 의미를 가지는 것
(바) 조민하(2011) 화자의 의도적 완결성이 운율적으로 실현된 기능 단위
(사) 김수진·차재은·

오재혁(2011) 문어의 문장에 대응되는, 화자의 의도가 운율적으로 완결된 단위

<표 Ⅲ-5> 발화의 정의

안병섭(2007: 236-240)에 따르면 발화는 관점에 따라 행위, 자료, 단위로 파악되는데 
각각은 화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발화 행위, 언어학적 연구 대상이 되는 언어 자료인 발화
체, 운율 구조를 이루는 운율 단위50)를 의미한다. 발화를 (마)는 화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50) 한국어의 운율 단위에 대한 논의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첫째, 통사 구조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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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서 보는 입장이며, (가), (나), (다), (라), (바), (사)는 모두 운율 구조를 이루는 운율 
단위로 보는 입장에 해당한다. 

운율적 관점에서 발화를 정의하는 경우, 발화의 구분 기준으로 운율적 특성이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가)는 휴지, (나)는 종결 어미 및 억양, (다)는 억양단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
으며 (바)는 순서교대와 억양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라)는 1차적으로 운율적 완료, 2
차적으로 화자의 발화 의지를, (사)는 선행 연구들에서 발화 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말차례, 종결 억양, 휴지, 종결 어미, 통사적, 의미적 응집성’ 등을 검토한 후 말차례와 종
결 억양을 발화 구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전영옥(2006b: 278)은 화용적인 
요소(차례맡기), 음운적인 요소(휴지와 억양), 통사적인 요소(종결 어미), 의미적인 요소(의
미의 연결성)을 검토한 후 휴지와 억양을 발화 구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객관적
으로 발화 단위를 정립하여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 여러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운율 연구
에 기반하고 있다. 더구나 운율 단위 중 최상위 단위를 일컫는 ‘발화’가 언어 자료로서의 
발화체와 혼동되면서 발화의 개념 및 기준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 자료로서의 발화체, 정보 전달을 위한 행위로서의 발화를 강조하
기 위하여 ‘발화단위’라는 용어를 택하였다. 

매카시(McCarthy, 1991: 103-104)는 억양 단위(intonation units)가 담화 분석의 기
초가 될 수 있다고 보며, 할리데이 학파와 브라운·율(Brown & Yule, 1983)의 논의를 들고 
있다. 할리데이 학파는 ‘억양’을, 브라운·율은 ‘휴지’를 담화 분석의 단위로 택하여 두 논의
는 일견 대립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그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할리데이의 논의는 낮은 수
준의 언어 학습자에게 음의 고저를 연습시키는 데 유용하며, 브라운과 율은 순서교대, 화
제 전개(topic-framing) 등 보다 긴 담화 운용에 이점이 있다고 보았다. 매카시의 이러한 
견해는 발화단위의 신뢰도51)보다는 타당도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결국 객관적인 단위의 확

한 운율 계층 이론(Kang, 1993; 유필재, 1994; 최정순, 1994; 곽동기, 1997 등), 둘째,

운율 내적 특성인 리듬을 바탕으로 한 운율 구조(이현복, 1973; 이현복, 1974; 이현복,

1982; 이호영, 1991; 이호영, 1996), 마지막으로 억양을 바탕으로 한 이론(Jun 1993;

June 2000)이 있다. 이 중 억양은 리듬이 가진 시간적 질서와 음의 높낮이를 모두 포괄하며

통사적 구조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단위’로서의 발화를 보는 관점에서 ‘억양’ 중심의 운율

계층 이론을 지지한다. 위 운율 구조 이론들은 모두 최상위 층위로 ‘발화’를 두고 하위 층위들

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개진하였으나 ‘발화’ 자체에 대한 설명은 미진했다(안병섭, 2007:

236-240).

51) 발화단위 설정 기준에 따라 그 수치가 대폭 변하므로 기존의 다른 연구 또는 후속 연구와

비교해도 별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발화단위(MLU)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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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다는 연구 목적 또는 교수-학습 목적에 맞는 단위의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
구도 이러한 관점에서 발화단위를 구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발표에 나타나는 
운율을 연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학습자의 발표에 나타나는 내용적, 형식적 양상을 분
석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처치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발화를 운율 단위가 아니
라 언어 자료로서의 발화체, 정보 전달을 위한 행위로 보고자 한다. 발화단위는 ‘말차례
(turn-taking)52), 비교적 긴 휴지, 명료한 종결 억양에 의해 구분되는 의미적으로 완결된 
단위’라고 정의하였다. 

담화의 구성 층위에 대해 유필재(1994)는 음운론적 단어<음운론적 구<발화<담화, 김민
영(2009: 16-17)은 발화<단위 화제<담화를, 전영옥(2006: 293-294)은 억양단위≤순서교
대단위<대응쌍<소단위화제<단위화제<시작·중심·종결부<담화를 논한 바 있다. 유필재
(1994)의 논의는 음운론적 단위는 단어와 구로 세분화되어 있는 데 반해 발화 상위의 구조
는 담화로 그 비약이 매우 크다. 이는 내용 전개에는 관심이 없으며 운율적인 특성에 초점
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영옥(2006)은 구어 단위를 세분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발화, 상호작용, 담화의 구성이 비체계적이며, 상호작용 단계 안 순서교대단위와 대응쌍의 
변별이 불명확하고 용어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
조의 체계화를 위해 김민영(2009)의 틀을,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전영옥(2006)의 용어를 
참조하여 담화의 구성 층위와 용어를 ‘발화단위-단위화제-담화’라고 선정하였다. 분석의 
기초가 되는 최소 단위인 ‘발화단위’가 모여 하나의 단락을 이루면 ‘단위화제’53)가 된다. 
이들이 모여 하나의 발표 ‘담화’를 이룬다. 그러므로 <표 Ⅲ-4>에서 분석 단위로 발화단
위, 단위화제, 담화를 제시한 것이다.

2. 담화 층위의 양상

1) 형식 구조
텍스트의 형식 층위 구조는 일반적으로 판 데이크(Van Dijk, 1978)의 초구조와 유사한 

52) 말차례 즉 순서교대는 수집한 자료에서 교·강사의 개입이 나타나기도 했다. 발표자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발표자가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사가 발표자

에게 질문을 하거나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수정하여 청중에게 설명하였다.

53) 김민영(2009: 17)은 단위 화제, 전영옥(2006: 287)은 단위화제라고 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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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설명적 텍스트의 경우 서론, 본론, 결론의 삼단 구조(서지
연, 1999; 박성희, 2007)나 신문기사의 표제, 머리글, 본문(Renkema, 1992; 이원표 역, 
1996)을 초구조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판 데이크가 제안한 초구조에서는 
하위 구조의 개념이나 개념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초구조는 글이나 담화의 결과
물에 나타난 형식 구조보다는 필자 또는 화자의 머릿속에 있는 텍스트의 형식적인 도식
(schema)을 의미한다. 또한 텍스트 의미 층위의 거시구조, 미시구조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텍스트 분석에서 초구조가 등장하면 거시구조, 미시구조를 모두 다루는 경향이 강하다. 그
러므로 본고에서는 텍스트의 형식 층위에 나타난 구조를 지칭하는 용어로 ‘형식 구조’가 
적합하며, 형식 구조는 상위구조와 하위구조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를 상술하면, 학문 
목적 발표의 형식 구조는 보편적으로 ‘도입부-전개부-종결부’의 삼단 구조를 취한다. 도입
부, 전개부, 종결부는 상위 구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상위 구조 중 하나인 도입부는 인
사, 시작 알림, 자기소개, 주제 제시, 배경 소개, 목차 소개 또는 제시 등의 하위 구조로 이
루어진다. 연구자마다 발표 목차를 소개하는 내용이 도입부에 속하는가 전개부에 속하는
가의 문제나, 중심 내용의 결론이 전개부에 속하는가 종결부에 속하는가 등에 대해 이견들
이 있으나 쟁점이 될 만큼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다음의 <표 Ⅲ-6>은 학문 목적 발표의 형식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이해영(2008: 140)
을 참조54)하여 학문 목적 발표의 실제 자료에서 나타난 양상을 추가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다. 연구자가 수정하거나 추가한 부분은 *로 표시하였다. 도입부는 발표를 시작하는 
단계로 인사, 자기소개, 시작 알림, 주제 제시, 배경 소개, 목차 소개 또는 제시로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전개부는 중심 내용이 전개되는 부분으로 하위 구조는 각 발표에 따라 상
이하다. 종결부는 발표를 마무리 짓는 단계로 결론, 평가, 질의응답, 발표 마침 알림, 인사
로 구성될 수 있다. 

54) 이해영(2008)은 대개 대학원생의 발표 자료인데 반해 본 논문은 대학생의 발표를 대상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를 참조한 이유는 1) 학문적 발표 담화를 대상으로 하는 본

격적인 최초의 연구라 그 의의가 크고, 2) 한국어 교재나 대학 화법 교재에 제시된 발표 담

화의 구조는 선언적인데 반해 이 구조는 실제적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3) 외국인

대학원생과 한국인 대학원생의 발표를 모두 분석하여 얻은 것으로 모어 화자나 외국인 화자

중 한쪽에 편향된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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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구조 하위 구조 설명

도입부

인사 시작 인사
자기소개 자신을 소개함
시작 알림 발표와 시작을 알림
*주제 제시 발표 주제를 명시적으로 제시함
*배경 소개 주제 선정의 이유를 말함/ 주의환기, 동기부여와 관련

*목차 소개 또는 제시 본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개관
전개부 내용 전개 본격적인 내용에 대한 논리적 전개

종결부

결론 본론의 내용을 마무리함
평가 발표에 대한 견해를 밝힘

질의응답 발표에 대한 질문과 응답
*발표 마침 알림 발표의 종결을 알림

인사 마무리 인사

<표 Ⅲ-6> 학문 목적 발표의 형식 구조

[사례 가], [사례 나], [사례 다]는 도입부에 주제 제시 외에 자기소개가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반면, [사례 라]와 [사례 다]는 도입부에 주제만 제시되거나,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으
로부터 발표를 시작한다. 발표 마침을 알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는 [사례 라]를 제외한 
[사례 가], [사례 나], [사례 다], [사례 마]는 ‘결론→발표 마침을 알림→인사’가 공통적으로 
종결부에 나타난다. 각 사례별로 나타난 학문 목적 발표의 형식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 페
이지의 <표 Ⅲ-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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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가 사례 나 사례 다 사례 라 사례 마

우수 수준
보통 수준

 기초 수준내용·표현균등형 내용지향형 표현지향형

도입부

자기소개
↓

주제 제시
↓

배경 소개
↓

목차 소개

인사
↓

자기소개
↓ 

흥미 유발을 
위한 시각 자료 

제시 
↓

 주제 제시
↓

배경 소개

인사
↓

자기소개
↓

주제 제시
↓

목차 제시

주제 제시

질문
(슬라이드 

조작)
↓

주제 제시
↓

배경 소개 

전개부 단위화제의 전개55)

종결부

결론
(문제점 및 
대안 제시)

↓
발표 마침을 

알림
↓

인사

결론
(과도한 빛
자제 호소)

↓
 발표 마침을 

알림 
↓

인사

결론
(교재에 대한 
자신의 의견)

↓ 
발표 마침을 

알림
↓

인사

발표 마침을 
알림

결론 
(정부와 

학교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
↓

발표 마침을 
알림 
↓

인사

<표 Ⅲ-7> 사례별 학문 목적 발표의 형식 구조

[사례 가]의 도입부를 보면 인사는 생략하였지만 자기소개→주제 제시→배경 소개→목
차 소개의 하위 구조로 구성되어 도입부에 필수적인 하위 구조를 갖추고 있다. 종결부는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한 결론→발표 마침을 알림→인사의 하위 구조로 구성되어 발표 내
용을 정리하면서도 마무리를 잘하고 있다. [사례 나]의 도입부는 인사→자기소개→흥미 유
발을 위한 시각 자료 제시→주제 제시→배경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인 하위 구조는 
다 갖추고 있으며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시각 자료를 제시한 후, 이를 통해 주제에 
접근한다. 종결부는 과도한 빛을 자제하자는 주장의 결론→발표 마침을 알림→인사로 구

55) 전개부는 3) 단위화제 간 의미 구조와 4) 단위화제 내 내용 구성에서 자세히 분석한다.



- 71 -

성된다. [사례 다]의 도입부는 인사→자기소개→주제 제시→목차 소개로 구성되며, 종결부
는 교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결론→발표 마침을 알림→인사로 구성된다. [사례 
라]의 도입부는 주제 제시, 종결부는 발표 마침을 알림의 하위 구조로 매우 단순하게 구성
되어 있다. [사례 마]는 도입부에서 슬라이드 조작을 못 해 청중들에게 슬라이드 조작법을 
질문한 후, 바로 주제 제시→배경 소개로 넘어가며, 종결부는 정부와 학교가 등록금 문제
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 결론→발표 마침을 알림→인사의 하위 구조로 구성된다. 이를 도
식화하면 <표 Ⅲ-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명칭 단계형 생략형 부정형

구조

특징
도입부 및 종결부의 
단계적 하위 구조

도입부 및 종결부의 
자의적 구조

도입부 및 종결부에
발표 주제를 벗어난 

대화 등의 간섭

<표 Ⅲ-8> 학문 목적 발표 형식 구조의 도식화

[사례 가], [사례 나], [사례 다]처럼 도입부에서 인사로 시작해 주제로 점점 좁혀간 후, 
전개부로 진입하고, 전개부를 마무리하기 위해 전개부의 내용을 종결부에서 결론으로 재
정리하고 인사로 끝을 맺는 구조를 본고는 ‘단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단계형 구조는 도
입부가 전개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전개부가 종결부로 수렴되어가는 형태를 취하며, 
도입부, 전개부, 종결부가 각각 필수 항목으로 구성되어 전체 형식 구조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사례 라]는 도입부에서 인사나 자기소개, 종결부의 인사와 같은 기본적인 하위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도입부나 종결부의 필수 항목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생략형’이
라고 명명하였다. 생략형 구조는 도입부와 종결부의 필수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발
표자가 학문 담화 공동체의 규범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형식 구조를 자의적으로 구성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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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마]처럼 발표 내용과 상관없는 발화로 학문 목적 발표를 시작하는 등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형식을 취하는 구조를 ‘부정형(不定形) 구조’라고 명명하였
다. 이 경우 도입부, 전개부, 종결부의 구성에 있어서 발표 주제를 벗어나 질문이나 대화 
등의 군더더기가 존재한다.  

우수 수준인 [사례 가], 보통 수준의 내용·표현균등형인 [사례 나]와 내용지향형인 [사례 
다]의 경우, 도입부, 종결부에 각 상위 구조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하위 구조들이 사
용되었다. 이에 반해 표현지향형인 [사례 라]의 경우 도입부는 주제 제시, 종결부는 발표 
마침을 알리는 하위 구조만이 나타났으며, 기초 수준인 [사례 마]의 경우 도입부를 엉뚱한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이처럼 내용에 충실한 편인 사례들은 형식 구조를 나름대로 충실하
게 갖추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례는 온전한 형태의 형식 구조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현지향형 또는 기초 수준의 학습자에게는 최소한 인사로 시작하여 인사로 끝내는, 그리고 
온전한 형태의 형식 구조를 갖춘 학문 목적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현상은 발표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종결
부의 하위 구조인 평가, 질의응답 등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외국인 대
학생이 자신의 발표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발표에 대한 평가를 종결부
에 포함하거나 학문 담화 공동체의 학습 공동체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종결부의 질의응답
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하위 구조를 사용하여 형식 구조의 효율적인 변형을 추구하도록 해
야 한다. 

학문 목적 발표의 형식 구조는 상호 문화론적, 장르론적 관점에서 보면 옳고 그름을 판
단하기 어렵다. 해당 발표가 속한 상황 맥락과 과제의 목적에 따라 각 구조는 축소되거나 
생략되거나 변경되기도 한다. 그리고 담화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변형은 가능하
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나 인사를 생략하는 경우는 학문 목적 발표 장르 특성상 규칙적으
로 만나 학업을 함께 수행하는 동료 학습자가 청중이므로 가능하다. 그러나 기기 조작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발표 주제와 상관없는 발화가 발표 담화에 개입되는 것은 학문 담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하는 학습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러한 부정형의 형식
구조는 지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2) 주제 전개 방식
하나의 담화에 여러 형태의 주제 전개 방식이 나타날 수 있으나 발표 목적과 과제 의도

에 적합한 주제 전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담화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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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전달되므로 텍스트의 응집성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브링커(Brinker, 1992; 이성만 역, 
1994: 60-61)에 의하면 ‘주제’는 “텍스트 내용의 핵”이며 ‘주제 전개’는 의사소통 “대상
(인물, 사태, 사건, 행위, 생각 등)과 관련된 텍스트의 사고 과정”이다. 주제에 대한 규정은 
독자의 텍스트 이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어렵다. 브링커는 재수용 원칙, 유도 가능성 원칙, 양립성 원칙으로 핵심 주제와 주변 주제
를 분류하고 있다. 그는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핵심 주제를 찾아낸 후 핵심 주제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가를 분석하여 주제 전개 방식의 기본형으로 ‘설명형, 논증형, 
서사형, 기술형’을 제시하였다. 

설명형은 설명되어야 할 피설명항과 설명된 사항인 설명항으로 구성되며, 지식 확장을 
추구하는 교양 텍스트나 학문적 텍스트가 전형적인 예이다. 논증형은 주장(또는 테제)과 
근거(또는 논거)를 들어 발표자가 자신의 주장이나 시각을 청중에게 납득시키거나 태도,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서사형은 얽힘과 해결의 사건들로 구성된 인물의 행
위와 관련한 이야기를 다룬다. 기술형은 “시의적이거나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 단일 
사건의 언어적 서술(보고)”이나 “생물, 무생물, 일치하는 불변 자질들을 가진 과정들의 부
류 요소라고 이해되는 과정이나 상태의 서술(기술)”로 설명할 수 있다(Schmidt et al., 
1981: 91; 이성만 역, 2003: 94-95 재인용). 이를 바탕으로 학문 목적 발표의 각 사례에서 
어떠한 주제 전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가,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가, 발표 주제나 목적에 
적합한 방식인가를 분석하였다. 

모든 사례는 정보교류형 담화에 해당하며, 정보교류형 담화 중 [사례 가], [사례 다], [사
례 라], [사례 마]는 정보적 말하기, [사례 나]는 설득적 말하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각 사
례들은 설명형, 논증형, 서사형, 기술형의 주제 전개 방식이 고루 사용될 수 있는 주제임에
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제 전개 방식으로 설명형만을 채택하고 있다. [사례 가]의 주제는 
‘사회 계층과 교육의 연관성에 대한 비교 연구’로 기말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연구 경과를 
전달하는 발표이다.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과 한국의 교육비를 비교하였는데 단위화
제를 도입할 때마다 피설명항을 제시하여 단위화제의 소주제를 명시하였으며, 바로 뒤에 
피설명항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설명항이 이어져 설명형 주제 전개 방식이 잘 반영되었다.  

[사례 나]의 경우 설득적 말하기가 과제였으므로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설득하기 위해
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논증형 주제 전개 방식이 나타나길 기대하였으나, 채택한 주
제 전개 방식은 설명형에 가깝다. 종결부에서 ‘과도한 빛 사용을 하지 말자’와 ‘필요하지 
않을 때 빛을 수동으로 끄자’라는 주장이 존재하나 잠시 언급되기만 하였다. 논증의 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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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면 주장과 근거가 존재하기는 하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주장과 근거가 일치하지 않는
다. 언어적 형식으로 판단하면 ‘필요하지 않을 때 빛을 끄자’와 ‘과도한 빛 사용을 하지 말
자’ 중 하나가 논증의 필수 요소인 주장이겠으나 본론의 비중은 ‘광공해가 유발하는 질환’
이 높으므로 ‘광공해는 다양한 질환을 유발한다’를 주장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오히
려 전개부는 광공해가 유발한 여러 질환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열거하고 있어 피설명항과 
설명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설명형 주제 전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필요하지 않을 
때 빛을 끄자’와 ‘과도한 빛 사용을 하지 말자’라는 주장은 결국 발표를 수렴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한 부가적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설득적 말하기(또는 호소 텍
스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논증형 주제 전개 방식을 채택하였다면 더욱 효과적인 발
표가 되었을 것이다. 

[사례 다]는 ‘oo한국어 교재 분석’이 발표의 제목이며 강의에서 배운 교수법들이 교재
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달하는 발표이다. 교재의 순서에 따라서 
내용 소개와 분석을 제시하고 있으며 피설명항과 설명항의 구조로 이루어진 설명형 주제 
전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교재 분석이라는 주제의 경우, 교재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교
재의 구성 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분석 과정과 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과
정에서 명세화와 범주화를 지향하였다면 기술형 주제 전개 방식으로 나타났을 것이며, 발
표 내용이 더욱 심도 있고 풍성했을 것이다. 

[사례 라]의 발표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로 자신을 소개하는 발표이다. 출생부터 유학 
시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 배경을 이야기한 후, 자신의 취미, 성격, 희망 등을 열
거하고 있다. 성장 배경 진술 부분에서는 시간적 요소가 나타나기는 하나 얽힘과 해결의 
사건, 줄거리 등 서사형 주제 전개 방식의 요소는 드러나지 않은 채 피설명항과 설명항으
로 구성되었다. ‘나’라는 ‘인물’의 행위와 관련한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할 수 있
으므로 서사형 주제 전개 방식을 사용하면 더욱 흥미로운 발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례 마]의 발표 제목은 ‘대학생 등록금 문제’로 주제와 관련된 설문을 작성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전달하는 발표이다. 등록금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나 해
결 방법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등록금에 대한 인식, 등록금 납부 방식, 한 달 생활비 등 등
록금 문제와 관련된 피설명항과 이에 대한 설명항으로 구성된 설명형 주제 전개 방식을 취
하고 있다. 설명형 주제 전개 방식을 채택한 것은 설문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는 과
제 의도에 비추어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는 설명형 주제 전개 방식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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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발표하고 있다. 또한 주제의 특성에 맞는 주제 전개 방식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보통 수준 사례 전체에 걸쳐 내용지향형이나 표현지향형과 상관없이 고루 
나타났다. 이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이 다양한 주제 전개 방식의 존재를 알지 못하
거나, 주제에 적합한 전개 방식을 선택하거나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설명형, 논증형, 서사형, 기술형의 다양한 주제 전개 방식을 가르치고, 자신의 발
표 주제에 적합한 주제 전개 방식을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  

3) 단위화제 간 의미 구조
단위화제 간 의미 관계를 분석하는 단일 모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담화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수집, 비교/대조, 인과, 문제/해결’의 일반적인 틀을 채택하였다. 
시간성에 따른 의미 관계는 이삼형(1994: 63)의 논의에 따라 수집으로 포함하였으며 대상
에 대한 자세한 서술을 하는 기술 관계는 캐럴(Carrell, 1984)의 논의에 따라 수집에 포함
하였다. 분석 결과, [사례 가]에 비교-대조의 의미 구조가 국지적으로 나타난 것을 제외하
면, [사례 가]를 비롯한 [사례 나], [사례 다], [사례 라], [사례 마]의 모든 사례에서 공통된 
의미를 중심으로 요소들을 연결하는 수집 구조를 주로 사용하였다. 

[사례 가]의 단위화제는 연구 전체를 개괄하기 위해 연구 목적, 과제, 방법, 절차, 자료
를 소개한 후, 본격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교육비 경향을 비교 분석하는 순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Ⅲ-4]와 같이 대부분 수집 구조에 기반하며, 국지적인 비교-
대조 구조가 단위화제 ⑥부터 ⑪까지의 사이에 나타난다. 

[그림 Ⅲ-4] [사례 가]의 단위화제 간 의미 구조



- 76 -

 

연구 전체를 개괄하는 부분인 단위화제 ①부터 ⑤까지는 ‘연구’라는 공통 의미에 기반
한 수집 구조를 띠므로 내용의 연결이 매끄럽다. 그러나 국지적으로 단위화제 ⑥부터 ⑪까
지 한국 교육비와 일본 교육비를 비교/대조하고자 하였으나 대응점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
이 문제이다. 한국의 통계 자료는 단위화제 ⑥과 ⑦은 학교급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과목에 대한 것인데 반해 일본의 통계 자료는 단위화제 ⑧부터 ⑪까지의 고등학교 연간 교
육비, 학교급 연평균 교육비, 일본 고등학생 연간 교육비이며 학교급, 평균의 기준, 교육비
의 범위 등을 다룬다. 학교급간, 단위 비용, 학제 등의 대응점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일본
은 고등학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한국은 초, 중, 고 전체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
다. 한국은 월평균 비용이며, 일본은 연평균 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자료는 공교육
과 사교육 대비 자료인데. 일본은 사립 고등학교와 공립 고등학교를 대비하여 설명한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는 모두 공교육에 속하므로 한국의 조사 대상과 비교할 수 없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차이’라는 공통 의미에 기반한 단위화제 ⑫와 ⑬에서 제시한 예체
능에 대한 인식 차이, 서울대와 도쿄대 소득별 입학률 비교는 ‘교육비’라는 공통된 의미에 
기반한 단위화제 ⑥부터 ⑪까지와는 거리가 있다. 단위화제 ⑬이 단위화제 ⑥부터 ⑪까지
의 교육비가 소득별 명문대 입학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예체능에 대한 인식 차이를 다룬 단위화제 ⑫는 
단위화제 ⑬의 ‘일본과 한국의 차이’라는 공통 의미에 기반한다는 점 외에는 전체 담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발표자가 결론에서 비교 대상과 도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
시한 것으로 보아 발표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공해가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 과도한 빛 사용을 자제하자’라는 설득적 메시
지를 담고 있는 [사례 나]는 광공해가 일으키는 질병이나 증상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한
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Ⅲ-5]처럼 광공해가 미치는 영향을 나열하는 수집 구조이다. 

[그림 Ⅲ-5] [사례 나]의 단위화제 간 의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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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공해가 미치는 영향이라는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근거로 제시하는 연구 결과의 
주체(연구자, 연구 기관 등)가 비일관적으로 제시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는 
발표자가 발표 도입부로 칠판에 판서한 [그림 Ⅲ-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공해

연세대 Paolo Israel

편두통

[그림 Ⅲ-6] [사례 나]의 판서

 광공해의 부작용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연구 주체인 ‘연세대, Paolo, Israel’과 ‘편
두통’이라는 광공해로 인한 증상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준비한 근거가 동일한 위계에 근거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화제 ①은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라는 한 학과, 단
위화제 ②는 캘리포니아대학교 약리학과의 Paolo라는 연구책임자, 단위화제 ③은 이스라
엘의 <크로노바이올로지 인터내셔널>의 두 연구자, 단위화제 ④는 <유방암 소식지>라는 
소식지로 연구 주체가 일관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단위화제 ⑤는 특정 연구 결과를 제
시하지 않고 광공해로 인한 다양한 증상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아드레날린 생성으로 인한 고혈압과 발기 
부전 유발, 생체 시계의 고장, 유방암 증가, 빛을 줄이면 유방암 예방, 편두통 등의 다양한 
증상’ 등으로 증상의 경중이나 우리와 질환의 밀접한 정도 등의 기준 없이 전개하고 있다. 
또 광공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도한 빛 사용을 줄이자는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 건
강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단위화제 ①부터 ⑤까지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때 근
거로 제시하는 내용은 비교적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연구물들을 바탕으로 한다. 이처럼 
근거로 쟁점을 다루는 사고 단위가 아니라, 연구물 단위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화제
들이 수집 구조에 편중된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 설득적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광
공해로 인한 질병이나 증상을 설명하는 발표에 머무르게 되었다. 만약 문제-해결, 인과, 
비교-대조와 같은 의미 구조를 사용하였다면 효과적인 설득적 발표가 되었을 것이다. 

[사례 다]의 과제는 교재에 적용된 교수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인데, 발표자는 
교재 1부와 2부를 구분하여 각 부분에 적용된 교수법을 설명하였다. 교재 1부와 교재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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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리한 것도 수집 구조이며, 각 부분별로 교재 내용을 설명하고 분석을 제시하였으므로 
이 또한 수집 구조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Ⅲ-7]과 같다. 

[그림 Ⅲ-7] [사례 다]의 단위화제 간 의미 구조

분석 대상인 교재의 내용 순서대로 단위화제를 전개하고 있다. 단위화제 ①에서 교재의 
전체적인 모습을 개괄한 후, 단위화제 ②와 ③에서 1부의 내용과 그에 적용된 교수법, 단
위화제 ④와 ⑤에서는 2부의 내용과 그에 적용된 교수법을 본론에서 논의한다. 단위화제 
⑤에서 발표 보조 자료로 제시한 슬라이드가 명확하지 않아 교수가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
기도 한다. 이는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특성이기도 하다. 학문 목적 발표는 발표자 입장
에서나 청중의 입장에서는 학습의 연장이며 교수자의 입장에서도 교수(teaching)의 연장
이므로 정확한 내용 전달과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질의 응답 후 교재 2부에 
문법번역식 교수법이 적용되었다고 생각한 근거를 이어 설명한 후 본론이 끝난다. 

[사례 라]는 자신을 탐색한 후 그 내용을 소개하는 발표이다. 성장과정을 소개한 후, 자
신의 취미, 꿈, 현재의 모습, 앞으로 되고 싶은 사람, 내가 아는 나, 한국에서의 이상한 경
험, 남들이 보는 나를 이야기한다. [사례 라]의 발표는 ’출생-초등학교-고등학교-유학’이
라는 인생의 기점을 중심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시간’이라는 공
통적 요소, ‘나’를 기반으로 단위화제를 전개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그림 Ⅲ-8]과 같이 
수집 구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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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사례 라]의 단위화제 간 의미 구조

그러나 단위화제 간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종종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단위화
제 ②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는 단위화제 ① ‘출생’의 바로 뒤에 오기에는 자연
스럽지 않다. 또한 단위화제 ⑧부터 단위화제 ⑭까지는 ‘나’에 관한 부분인데 단위화제 ⑬
과 같이 ‘한국에서의 이상한 경험’이라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본인과 초면
인데 시시콜콜 신상 정보를 묻는 한국인의 습관이 어색하지만 본인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물어도 좋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발표 내용의 흐름상 위치가 
부자연스럽다. 

단위화제 ⑧부터 단위화제 ⑭까지는 시간과 내용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다. 이 부분은 
자신의 취미, 장래 희망, 지금의 모습, 앞으로 되고 싶은 사람, 내가 아는 나, 한국에서의 
이상한 경험, 남들이 보는 나의 순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을 기점으로는 
현재, 미래, 현재, 미래, 현재, 현재, 현재 등이 뒤섞여 있으며, 화제를 중심으로 보아도 취
미, 장래 희망 직업, 자신 없는 나, 미래에 갖추고 싶은 성격, 내가 분석한 나 등 각 단위화
제가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다는 인상을 준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모든 단위화제에 공통적
인 요소가 ‘나’이므로 얼핏 모두 연결되어 있는 듯 보이나 미래 시점에 속하는 장래 희망
(단위화제 ⑨)과 미래 시점에 속하는 성격(단위화제 ⑪) 사이에 지금 나의 모습(겉은 활발
하지만 안은 어둡고 외롭다)에 대한 설명 단위화제 ⑩이 중간에 삽입되는 것은 매끄럽지 
않다. 

[사례 마]는 대학생의 등록금을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한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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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문 항목에 대한 결과를 설문지 문항 순서대로 제시한다. [사례 마]의 발표는 설문 문
항과 결과를 공통적인 의미 기반으로 나열하는 수집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Ⅲ-9]와 같다. 

[그림 Ⅲ-9] [사례 마]의 단위화제 간 의미 구조

단위화제 ①부터 ⑤까지는 각각 등록금에 대한 생각, 등록금이 부족할 때 해결하는 방
법, 한 달 생활비, 등록금의 적당한 수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등록금에 대한 생각을 질문(단위화제 ①)한 후 바로 다음 질문으로 바로 등록금이 부족할 
때 해결하는 방법(단위화제 ②)을 묻고 있다. 이는 발표자(조사자)가 ‘응답자 대부분이 비
싸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등록금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전제했기 때문이다. 설문 
조사에 조사자의 선입견이나 전제가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으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데 아쉬움이 있다. 등록금 해결 방법을 묻는 단위화제 ②이후 단위화제 ③에서 바
로 한 달 생활비를 묻고 있다. 이는 다음 단위화제 ④인 ‘등록금이 어느 정도면 적당하겠
는가’를 묻기 위한 징검다리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등록금에서 생활비로 비약하
는 것은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이 깨지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화제 ③과 ④를 이어 주는 보
다 구체적인 설명들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단위화제 간 의미 구조는 대체적으로 수집 구조에 한정되어 
있다. 우수 수준인 [사례 가]는 비교/대조 구조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비교-대조 항목을 
적절하게 대응시키기 못하여 비교/대조의 구조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였다. 인과, 문제/
해결의 의미 구조는 발견되지 않았다. 외국인 대학생은 학문 목적 발표의 목적과 과제에 
효과적인 수집, 비교/대조, 인과, 문제/해결 등의 의미 구조를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외국인 대학생은 일반 한국어 학습자와 달리 학문 목적 상황에
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논증을 통해 청중을 설득하는 등 일반 목적 발표보다 고차
원적인,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한 발표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특히, 수집 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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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인과, 문제/해결 등의 의미 구조가 작동하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
어야 한다.

4) 단위화제 내 내용 구성
단위화제는 발표 주제와 관련된 소주제와 설명부로 구성된다. 단위화제 내 소주제는 설

명부에 의해 논리적으로 뒷받침되는지, 그러한 설명부의 내용은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사례 가], [사례 나], [사례 다], [사례 라], [사례 마] 모든 사례에 걸쳐 
소주제가 설명부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단위화제가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사례 
라]와 [사례 마]에서는 설명부의 내용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단위화제가 존재한다.  

[사례 가]는 전체적으로 주제부와 설명부의 연결이 논리적인 편인데 일부에서 설명부가 
풍부하게 구성되지 않아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자료 가-1)이 여기에 해당한다. 

8. 이거 먼저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인데요. 9. 음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에 비

해 고등학생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게 될 시기라고 생각해서 곤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기침 두 번> 10. 연구- <기침>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그리고 인생에서 제일 영향력이

큰 그 수능 앞두고 있을 때라서 더욱 그 ㉢고등학교 시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12. ㉣그리고 일본 고등학생과 다른 점도~ 한국유학 어 한국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13. 그래서 어 그 이러한 느끼는 그 느낌뿐만 아니라 그 학문적으로 설명, 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가-1)

(자료 가-1)은 [사례 가] 발표의 도입부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다. 소
주제로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밝히면서 발표자가 ‘㉡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
정한 이유를 ㉢, ㉣과 같이 설명하고는 있으나 고등학생이 사회 계층의 독립 변인인지, 교
육의 독립 변인인지, 사회 계층과 교육의 연관성으로 인해 변화를 겪게 되는 종속 변인인
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전반적인 발표 내용과 ‘사회 계층과 교육의 
연관성’이라는 발표 제목으로부터 고등학생의 부모 소득별 사회 계층에 따른 고등학교 교
육비 수준, 고등학교의 종류, 사교육비, 대학 진학 등이 어떻게 다른지를 밝히는 것이 연구
의 목적임을 유추할 수 있는데 정작 이처럼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이라는 소주제를 뒷받
침하는 설명부의 내용은 부실하다. 

[사례 나]는 비교적 소주제와 설명부가 잘 연결되어 있는 편이었다. 단위화제 ⑤만이 설
명부가 부족하여 다음과 같이 의미가 상세하게 전달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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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광공해는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70. 예를 들어 ㉡편두통 <칠판에 판서한다.> 71. 편두통은 그 광공해에 의해? 72. 유발

하다고 알려져 있다. 73. 또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랑 불안 역시 광공해 있기 때문에?

74. 그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75. 또는~ 어린이에게 광공해는! 76. ㉣학습 과정이 방해

한다고도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77. 글쓰기를 배우는 것에부터? 78. 공장, 관장 ㉤광장

공포-증 <‘광장공포증’을 판서한다.>과 같은 질병으로 나타나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자

료 나-1)

(자료 나-1)은 ㉠‘광공해로 인한 다양한 증상’이 소주제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부에
서는 ㉡편두통, ㉢스트레스랑 불안, ㉣학습 장애, ㉤광장공포증 등 각종 질환이나 증상들
을 나열하고만 있다. 이러한 증상들이 광공해로부터 어떻게 기인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나 근거가 부족하다. 

[사례 다]는 단위화제 내 소주제와 설명부의 연결은 자연스러우나 설명부의 내용이 풍
부하지 않다. (자료 다-1)과 (자료 다-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일단- 일부분 제 ㉠제일부분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1초) 19. 엄-(2초) 20. 아까 말

씀처럼 말씀-한 것처럼 일과부터 열두과까지 발음학습입니다. 21. ㉡교재에서는 발음 발

음방법 쓰기방법 단어 연습 그리고 아래 문장을 읽으-세요 이 이 이런 차례로 나타났습니

다. 22. ㉢그 그 사진, 사진을 잠깐 사진을 보 보시구요. (1초) 23. 음- 여기는 다음 발음

을 이거 읽으세요. (#자료 다-1)

(자료 다-1)을 보면, 단위화제 ②의 소주제는 ㉠제일부분 즉 교재 1부를 의미한다. 교재 
1부가 발음, 쓰기, 단어 연습, 문장 읽기로 구성됨을 ㉡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연결되나 ㉢에서 파워포인트에 제시된 사진을 보라는 지시만 있을 뿐 왜 보여 줬
는지, 이것이 소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24. 여기에서는, ㉢무언교수법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초)<기침> 25. ㉡학(1

초) 26. 교사가 교사가 교재에 있는 발음 발음을 가르키 가르키면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27. 그럼 교사는 학생들의 행동을 통하 행동을 통하여 그 그들이 학습했는지를 알 수 있습

니다. 28. 학생들이 오류를 범하면(1초) 29. 자아수정-하는 기회를 버 주줍 주고? 30. 그

럼 교사는 조용히 지키봅니다 31. 그리고 무언교수법은 침묵은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마

다? 32.모국어를 사용합니다. 33. 여기서 강조하는 영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발음입니

다. (#자료 다-2)

(자료 다-2)의 단위화제 ③은 교재 1부에 ㉢무언교수법이 적용되었다는 분석 결과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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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제시된다. 그리고 설명부 ㉡을 통해 발표자가 왜 그렇게 분석하였는지에 대한 근거
를 진술한다. 소주제와 설명부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료하나 논의가 풍부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교재 내용의 어떠한 부분들이 무언교수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둘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이며 풍부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사례 라]는 소주제가 파악되지 않아 설명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단위화
제, 소주제는 있으나 설명부가 존재하지 않는 단위화제, 발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
도적으로 소주제와 설명부를 느슨하게 연결한 단위화제 등 다른 사례에서 발견되지 않은 
다양한 경우가 나타났다. 

먼저 소주제가 파악되지 않아 설명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단위화제는 단
위화제 ⑥과 ⑦로 (자료 라-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위화제 ⑥ 31. 그고 제가 ㉠열여섯 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32. 그 때 ㉡고등학교.<사진 제시> 단위화제 ⑦ 33. 글고 제가 천구백십년에 ㉢대학교에

입학했거든요? 34. 이제 거의 삼년이 지났어요. 35. 그래서 열 일곱 살에 고향을 떠나서

한국에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1초) 36. 그리고 이때 고 ㉣고향을 떠나는 그

모습. 37. 아직도 지금은 많이 늙은 것 같은데~ 거울 볼 때마다~ 인날 이 모습만 생각나

고~ 38. 어떻게 지금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아직도 인날 생각

하고? 39. 그냥 살고 있습니다. 40. 그리고 ㉥이제 점점 외국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었습

니다.(#자료 라-1)

(자료 라-1)의 ㉠과 ㉢을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한 시점 또는 사건이 
소주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을 말하는 중에는 청중에게 고등학교 사진을 제시하고, 
㉣을 발화하는 중에는 고향을 떠나기 전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소주제를 파악하기 어렵다. 설명부에는 ‘옛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제 유학 생
활에 익숙해졌다(㉥)’라는 내용이 전개되어 이 단위화제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
용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더욱 어렵다. 

다음으로 소주제는 있으나 설명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단위화제 ⑨이다. 여기에서
는 발표자의 장래 희망을 논하는데 하나의 단위화제가 ‘그리고 나의 꿈은 돈은 적게 벌어
도 재밌고 행복한 일을 하는 디자이너이다.’라는 한 문장, 하나의 발화단위로 구성되었다. 

발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주제와 설명부를 느슨하게 연결한 단위화
제는 (자료 라-2)의 단위화제 ⑤이다. 

14. 그리고 제가 ㉠다섯 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5. 어 초등학교에서~ 두 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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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많은 언니 오빠와 한께 학교에 다녔는데 모두와 친구가 돼서 잘 지내왔어요. 16. 글고

그 때부터 ㉡나이에 관계없이 마음이 통한다면 친구 사이로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 그리고 이거 저희 친구들 사진인데~ 여 여기는 많이 안 올렸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친구가 있거든요. 18. 그런데 제가 꼭 이거 뭐지? 19. 여기 발표할 때 꼭 말하고 싶은

건~ 여기 학과에서 제가 친구, 거의 없거든요? 20. 제가 밖에서 친구가 많고 고향에도 친

구가 엄청 많은데~ 왜 학과에서 친구가 없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21. 정말 자

기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제가, 원래 제가 활발하고~ 원래 사람들을 좋아하기는 좋아하

지만~ 22. 그냥 뭐 의견이 확실할 때? 23. 말도 많고 그냥 그런데~ 제가 왜 친구가 없는

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24. 저도 다섯 살부터 초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냥, 뭐지? 25.

㉢세 살 이상이면 거의 오빠언니 안 부르고 친구 사이로 생각하고 습관이 돼 가지고 언니

오빠도 못해 가지고- 걍 존대말도 못 쓰고- 그래설수도 있지만 이해해주셨으면 정말 감사

하겠어요}. 26. 그래서 그냥 제가 자기보다 한 세 살 적은 친구들도 있고? 27. 오십대 아

주머니 아저씨까지 친구라고하고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정말 외롭고~ 밖에

서 너무 활발하거든요? 28. ㉣학교 들어오면 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한국어 못하면~ 누군가 막 쳐다볼 거 같고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고 거의 2년이 지났는

데 아직도 너무 힘들어~서<목소리가 떨린다.> 29. ㉤오늘만 그냥 이 말 할 수 있는 기회

가 있어서 꼭 하고 싶었어요. 30. 하는 말. (#자료 라-2)

[사례 가] 단위화제 ⑤의 소주제는 ㉠‘다섯 살 초등학교 입학’이다. 그렇다면 단위화제 
내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입학 후의 사건이나 삶에 대해 진술해야 하는데 발표자
는 ‘초등학교를 일찍 다녔기 때문에 생긴 자신의 언어 습관으로 인해서 존댓말을 잘 사용
하지 못한다(㉡과 ㉢). 그래서인지 학교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 발표의 기회를 빌어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학문 목적 발표의 상황에서 이
와 같은 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하는 발표
에서 성장 배경과 메시지를 연결한 것이다. 이 단위화제는 소주제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낮
은 설명부로 구성되어 있으나 발표자는 개인적인 발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음영으로 표
시된 21~25 발화단위의 내용은 ‘a. 청중에게 알리고 싶다 – b. 나는 활발하다 – c. 사람
들을 좋아한다 – d. 나는 의견이 확실할 때 말이 많다 – e. 친구가 없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의 순으로 전개된다. b와 c는 친구를 사귀는 데 바람직한 성격이지만, d는 모두에게 
환영받는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모순되는 성향을 동시에 제시한 후, 동일한 결
론을 내리는 내용 구성은 청중에게 의아심을 불러 일으킨다. b, c, e 순으로 배열하면 명
제의 논리적 연결이라고 볼 수 있으나, b, c와 부정적인 d를 한데 묶어 기술한 후 바로 e
를 연결하면 발표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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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마]는 소주제와 설명부의 연결에 크게 문제가 되는 단위화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설명부의 내용이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즉 청중에게 설문 항목
에 대해 응답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이는 
(자료 마-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8. 그리고, 어 저는 ㉠우리 학교의 등록금을 얼마 내면 적당-한? 29. 어- 적당-한 문제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30. 어 ㉡대부분 학생들은 한 학기 등록금을 어 이백만원 이백오십만

원 정도 내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자료 마-1)

[사례 마]의 단위화제 ④인 (자료 마-1)을 보면, 설문 문항을 제시하고  결과를 제시하
는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문항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를 선정한 이유나 근
거를 제시하거나, ㉡의 ‘대부분 학생들’ 대신에 응답자의 수나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응답자들이 이렇게 답한 이유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 등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
다. 

[사례 마]의 발표는 이처럼 일반적 수준의 진술이 나열되는 경향이 강하여 명제들 간의 
비논리적 또는 비약적 전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자료 마-2)와 (자료 마-3)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11. 표-를 보고 어- ㉠우리 oo대학교에 등록금에 대한 비싸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어-

가장 많습니다. 12. 어- 이 결과를 보면서 드는- 13. 어- ㉡요즘 2년 동안 oo대학교의 등

록금을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14. 어 그

것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계속 어려워-지고 어 ㉤학생들이 생활을 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어 <Roo대학교가 지난 학기부터 등록금을 상승할 뿐만 아니라 ㉥장학금도 받은 조

건도 어려워졌습니다>. (#자료 마-2)

(자료 마-2)의 소주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은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응
답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유발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발표자가 설명부로 제시할 필요가 있
다. 그러나 이 단위화제의 설명부는 ‘㉡oo대학교 등록금이 2년 동안 상승했다 – ㉢학생들 
부담이 많다 – ㉣한국 경제가 어렵다 – ㉤학생들 생활도 어렵다 – ㉥장학금 받는 조건도 
어려워졌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 같이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등록금이 상승했
다는 내용은 적절하나 그 다음에 제시된 내용들이 유기적이지 않다. ㉢에서 학생들이 부담
이 많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담이 생활과 가정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등록
금 인상률은 몇 퍼센트였는지 등을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한국의 특정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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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등록금에 대한 화제를 논하는 중에 ㉣, ㉤과 같이 한국 경제가 어려워져서 학생들 생활
도 어렵다는 일반적인 진술보다는 특정 대학 학생들의 장학금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려워졌는지, 다른 대학교에 비해 등록금이 얼마나 인상되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
을 다루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마-3)도 (자료 마-2)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33. 어- 어-그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가 등록금을 줄이기 위해서 상세한- 정책을 만드는

것과 ㉡학교 자기의 내부부터 어 해-결하고 새로운 문화 어 정책을 만드는 통해 등록금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부분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입니다. 34. 어 우리 정부 어- ㉣우리

정부 학교 어 우리 정부 학교 등 사회 여러 역할이 자기의 어 지식을 잘 지키-려면 ㉤등록

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자료 마-3)

(자료 마-3)은 발표의 종결부에 해당하는 데 발표자 나름대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단위화제의 소주제는 ‘등록금 문제 해결 방법’이다. 그렇다
면 설명부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설명부를 살펴
보면, ‘㉠정부가 등록금을 줄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 ㉡학교는 내부 문제 해결과 새
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 ㉢이는 학생들이 원한다. - ㉣정부, 학교, 사회 역할이 지식
을 지켜야 한다 – ㉤그러기 위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
과 ㉡에서 정부와 학교가 정책을 만들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
인지, ㉣에서 이야기하는 정부, 학교, 사회는 각각 어떤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지, 여기서 
의미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이를 지키는 것이 등록금 문제와 어떤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사례별 단위화제 내 내용 구성을 분석한 결과,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사례에서 단위화제 내 소주제와 설명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설명부가 풍부하게 구성
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었다. 보통 수준의 내용·표현균등형과 내용지향형과 같이 내용적
인 측면이 보통 이상인 경우, 소주제와 설명부의 연결은 비교적 자연스러우나, 설명부의 
풍부하며 심화된 내용 구성이 아쉬웠다. 이에 반해 보통 수준의 표현지향형과 기초 수준처
럼 내용적 측면이 보통 이하인 경우, 소주제와 설명부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빈
번하게 나타나며, 설명부 내용의 연결이 응집적이지 않거나 설명부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등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외국인 대학생이 학문 목적 발표에서의 단위화제 내 소주
제와 설명부의 기능을 이해하고, 소주제와 설명부를 긴밀하게 연결하며, 설명부를 풍성하
며 깊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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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휘 및 문법 층위의 양상

어휘와 문법은 하나의 스펙트럼 선상에 놓인 양극단의 것으로 분리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어교육에서 문법은 대체로 ‘-기 때문에’나 ‘-(으)로 인해’처럼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문법 표현을 일컫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본고는 한국어교육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어휘 및 문법을 하나의 층위로 다루었다. 이러한 어휘와 문법을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존재
한다고 보고 단일층 위로 파악하는 관점은 할리데이와 보그랑드도 주장한 바 있다. 각 항
에서 어휘와 문법을 분리하여 기술하였으나 이는 분석과 기술의 편의를 위한 분리이지 개
념의 분리가 아니다. 어휘의 결합을 어휘적 차원에서 기술한 것이 아니라 연어, 문법 층위
로 확대되는 양상을 어휘 부분에서 기술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어휘는 속성에 따라 기초 어휘, 전문어, 사고도구어로 분류될 수 있다. 기초 어휘는 일
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필수 어휘들로 일상어를, 전문어는 해당 학문이나 분야에
서만 나타나는 저빈도어를 가리킨다. 사고도구어(academic vocabulary)는 학문 목적 발
표 장르에 나타나는 사고 및 논리를 담당하는 어휘이다. 각 발표에서 사용된 기초 어휘와 
사고도구어를 별도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술함으로써 학문 목적 발표에서의 어휘 사용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문법적 오류 분석은 ‘오류’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과
가 달라지는데 본고에서는 정확성, 상황 적절성을 기준으로 오류를 판단하였다. 문법적 오
류 유형은 조사 오류, 어미 오류, 문장 구성 오류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따라 하위 분석 
항목을 두었다.  

1) 기초 어휘의 사용
기초 어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고빈도어이자 필수 어휘를 의미한다. 본 항에서는 

외국인 대학생의 학문 목적 발표에 나타난 기초 어휘의 선택 및 결합 양상을 논한다. 즉 
형태와 의미가 정확하게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어휘 간의 결합이 적절한지를 분석하는 것
이다. [사례 가]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 중 일부분에서 어휘의 형태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하여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 어울리지 않
는 어휘를 결합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어휘의 형태를 잘못 선택한 경우는 [사례 나]와 [사례 다]에서 나타났다. 

8. 수많은 조명으로 밤하늘이 밝아지고 빤짝빤짝 빛-나고 있습니다. 9. 그- 그것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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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맛있겠다.(#자료 나-2)

26. 교사가 교사가 교재에 있는 발음 발음을 가르키 가르키면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자

료 다-3)

(자료 나-2), (자료 다-3)과 같이 ‘멋있겠다’, ‘가르치면’으로 발화해야 하는데 ‘맛있겠
다, 가르키면’을 사용하였다. 

[사례 나]는 이외에도 근거를 추가하는 담화표지어 ‘또한’ 대신에 ‘또는’을 잘못 사용하
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자료 나-3)과 같다.

71. 편두통은 그 광공해에 의해? 72. 유발하다고 알려져 있다. 73. 또는 스트레스는 스트

레스랑 불안 역시 광공해 있기 때문에? 74. 그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75. 또는~ 어린이

에게 광공해는! 76. 학습 과정이 방해한다고도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자료 나-3)

[사례 다]와 [사례 라]에서는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어휘 사용이 나타났다. [사례 다]는 
발표자가 발표자 본인의 말을 ‘말씀’이라고 존대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교수자, 동료 
학습자로 구성된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 목적 발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대우법이다. 
[사례 라]는 주제가 자기소개이므로 구어적인 어휘가 빈번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지만, 학
문 목적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자료 라-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1. 정말 자기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제가, 원래 제가 활발하고~ 원래 사람들을 좋아하

기는 좋아하지만~ 22. 그냥 뭐 의견이 확실할 때? 23. 말도 많고 그냥 그런데~ 제가 왜

친구가 없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자료 라-3)

(자료 라-3)에서과 같이 청중인 동료 학습자를 ‘자기들’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그렇다. 
학문 목적 발표를 할 때는 청중으로 동갑이거나 손아랫사람 외에 발표자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 그리고 교수까지도 상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청중 모두를 ‘자기들’이라고 칭하
는 것은 상황 적절성에 위배된다. 물론 발표자가 발표 중간에 자신이 다섯 살부터 학교를 
다녀서 세 살 정도 차이나는 상대한테는 오빠나 언니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고 성장 배경을 설명한 것에 비추어 실수로 볼 수도 있으나, 역으로 자신이 존댓말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면 공적인 말하기 상황인 학문 목적 발표
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사례 가], [사례 나]는 어휘 결합 측면에서 어색한 연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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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다], [사례 라], [사례 마]에서는 다소 어색한 어휘의 결합이 확인되었다. 우선 [사례 다]
에 나타난 부자연스러운 어휘 결합을 살펴보면, [사례 다]는 (자료 다-4)와 같이 ‘자아수
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28. 학생들이 오류를 범하면(2초) 29. 자아수정하는 기회를 버 주줍 주 고? (#자료 다-4)

‘자아’와 ‘수정’의 결합은 ‘자아를 수정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다. 
적절한 표현은 ‘자기가 스스로 수정한다’는 의미의 ‘자기 수정’이다. 이러한 어색한 어휘 
결합은 학습자의 모어를 직접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에 ‘자신이 
수정한다’는 의미로 ‘자아수정(自我纠正)’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어휘 결합의 오류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학습자의 모어가 간섭한 
것이다.

[사례 라]에서는 (자료 라-4)처럼 ‘고통을 하다’, [사례 마]에서는 (자료 마-4)처럼 ‘영향
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62. 아무리 힘들어도 답답해도 짜증내기 대신에 혼자서 고통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

니다. (#자료 라-4)

18. 하지만 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면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영향하고 시간도

많이 부족합니다. (#자료 마-4)

[사례 라]에 나타난 (자료 라-4)는 ‘고통을 겪다’ 또는 ‘고통을 감내하다’ 등의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에서 ‘고통’과 ‘받는다’를 결합하는 대신에 ‘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였다. 
[사례 마]의 (자료 마-4)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영향을 받는다’를 뜻하는 발화에서 
‘영향’과 ‘받는다’를 결합하는 대신에 ‘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어휘의 결합
에 있어서 체언에 적합한 용언을 결합하지 못하고 ‘하다’라는 일반적 의미의 용언을 연결
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사례 라]에서 중복된 의미의 어휘를 결합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
는 예가 (자료 라-5)와 같이 나타났다. 

40. 그리고 나는 차별된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라-5)

(자료 라-5)는 ‘나는 차별된다, 남들과 다르다’라는 두 문장이 연결되어 쓰이면서 ‘차별
된 남들과 내가 다르다’라고 들리게 되어 이해를 어렵게 한다. 이것은 ‘차별된’이라는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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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와 관련된 것인지, ‘남들과’ 관련된 것인지 모호해지면서 야기된 문제이다. 중복되
는 의미의 어휘를 결합할 때는 결합하는 위치와 문법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므로 기초 어휘의 
사용이 크게 문제가 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드물지만 어휘의 형태를 잘못 선택한 
경우,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사용한 경우, 어울리지 않는 어휘끼리 결합하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들이 존재하며, 우수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례에서 이러한 양상들이 
나타났다. 이는 중급 이상의 한국어 수준을 갖추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라고 해도 상황에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고, 적절한 어휘끼리 결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학습이 필
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례 다]에 나타난 ‘자아수정’을 통해 한자어에 유리한 중
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모어가 한국어 습득 및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어, 일본어 등 한자어권의 학
습자도 한국어의 한자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2) 사고도구어의 사용
사고도구어 (academic vocabulary)는 학문적 담화에서 나타나는 기초 어휘와 전문어

를 제외한 어휘들로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두루 나타나면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단어들(신명선, 2004: 20)”이다. 사고도구어의 사용은 학문 목적 발표의 효과와 
질을 높인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기초 어휘로는 발표 내용의 80%만 전달할 수 있는데 비
하여 사고도구어를 잘 사용하면 청중에게 90% 이상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신명선(2004)은 네이션(Nation, 2001: 197)이 제시한 인간의 어휘 성장 곡선을 통
해 사고도구어(academic vocabulary)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기초어휘(약 2천
개의 단어)를 알고 있으면 일상 어휘의 80%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성장도는 낮아
서 4천 개의 어휘를 더 이해하여 6천 개의 어휘를 알아도 텍스트의 90%를 이해하기 힘들
다. 텍스트의 80%를 이해한다는 것은 화제에 대한 아이디어만 이해하는 수준으로 담화 전
체를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초어휘 2천 단어에 콕스헤드(Coxhead, 2000)
가 제안한 사고도구어 570개의 단어를 더하여 알고 있으면 학술 텍스트의 90%를 이해할 
수 있다. 텍스트의 90%를 이해하면 텍스트 전체를 이해한다는 의미이다(Nation, 1990: 
242, 신명선, 2004: 24-25 재인용). 이처럼 학문 목적 발표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사고
도구어의 사용 비중, 사용 빈도가 높은 사고도구어, 그리고 사고도구어 사용의 질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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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담화의 길이나 담화 주제가 사고도구어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
므로 사용 비율, 사용 빈도가 높은 사고도구어 외에 이들이 사용된 질적 양상을 함께 살펴
보는 것이다. 분석 시 신명선(2004)에서 선정한 사고도구어 목록을 기준으로 삼았다.

첫째, 각 사례에서 나타난 사고도구어의 비중은 <표 Ⅲ-9>와 같다. [사례 나]가 8.2%로 
가장 높으며, [사례 다] 6.6%, [사례 마] 5.3%, [사례 가] 5.0%로 그 뒤를 잇고, [사례 라]
가 1.9%로 가장 낮다.  

사례 수준 및 유형 총 낱말 수 사고도구어 사용 수 비율

사례 가 우수 수준 1070 54 5.0
사례 나 보

통
수
준

내용표현균등 489 40 8.2
사례 다 내용지향 334 22 6.6
사례 라 표현지향 806 15 1.9
사례 마 기초 수준 457 24 5.3

<표 Ⅲ-9> 사례별 사고도구어 사용 비율

학술 텍스트에서 사고도구어는 8% 정도 나타난다는 네이션(Nation, 1990: 19)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사례 나]가 8.2%로 사고도구어 사용 비율이 가장 높으면서 학술 텍스트 
사고도구어 사용 비율에 가장 근접하다. 자기소개 발표였던 [사례 라]에서 사용된 사고도
구어는 그 비율이 1.9%로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례 가], [사례 다], [사례 마]
의 사고도구어 사용 비율은 5.0%~6.6%로 일반 학술 텍스트에서의 사고도구어 사용 비율
보다는 약간 낮은 편이다. [사례 가]는 사고도구의 수가 54개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1070개로 많은 총 낱말 수의 영향을 받아 비율이 5.0%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사고도
구어의 비중은 주제와 총 발화량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각 사례에서 사용된 사고도구어를 종합하여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가능, 강조, 개발, 결과, 경제, 경향, 과정, 과제, 관계, 관심, 교육비, 교환,

구성, 기능, 기본, 내용, 대상, 도구, 목적, 목차, 문제, 미만, 반대, 발생, 발전,

발표, 방법, 방안, 보고, 보충, 부분, 부작용, 부족, 분석, 비교, 비율, 사실, 사전,

사회, 상관, 상승, 상황, 생산, 생성, 생활, 서술, 선택, 선행, 설명, 설문, 성격,

성과, 성장, 수동, 수정, 시기, 실태, 심각, 억제, 연관, 연구, 영역, 영향, 예측,

오류, 원인, 유발, 유사, 의미, 이상, 이해, 인생, 인식, 자료, 장애, 전문학자, 절

차, 제기, 제도, 제시, 제출, 조건, 조명, 조사, 존재, 종류, 주변, 주제, 중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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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중요, 증가, 차이, 최소, 통계, 통합, 특성, 퍼센트, 평균, 표시, 표현, 필요,

학문, 해결, 해당, 향상, 현상, 현실, 확실, 활동, 활발

모든 사례의 사고도구어를 종합한 결과, ‘영향, 필요, 발표, 보고’가 각 4회로 가장 빈번
하게 사용되었으며, 다음은 ‘이상, 해결, 문제, 목적’이 각 3회 사용되었다. 사고도구어 목
록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한자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약간의 외래어로 이루어
짐을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한자어인 사고도구어는 고유어보다 활발하게 단어를 만들어
내는 한자어 그대로의 특질을 지닌다. ‘강조(强調)’를 예로 들면, ‘하다’와 결합하여 ‘강조
하다’와 같은 용언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점’과 결합하여 ‘강조점’이라는 체언으로 사용
될 수도 있다. 한자어인 사고도구어를 익히면 학문 목적 발표에서 발표자의 내용 전달력과 
청중의 내용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고도구어로도 여러 표현을 
만들어 낼 수 있어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언어 학습이 가능하다. 

셋째, 각 사례별로 사고도구어 사용의 질적 양상은 전체적으로 논의의 전개를 알려 주
는 조직어는 잘 나타나지 않으나 개념어와 수행어56)는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사례 가]는 상당히 많은 사고도구어가 나타나며 ‘연구 방법, 연구 과제, 연구 대상, 연
구 절차, 통계 자료, 연관성’등의 개념어를 비롯하여 ‘연구하다, 비교하다, 조사하다, 검토
하다’ 등의 수행어가 나타난다. 

34. 그리고 일단 통계자료 35. 오늘 발표할 통계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6. 일단

코씨쓰에,서 이천십-일년에 했던 학교급 및 특성별 월평균 사교육비라는 통계자료랑? 37.

그리고 문부과학성,이 이천십,일, 일년 에 했던 아이들의 학습비 조사라는 거. 38. 그리고

베네쎄 교육연구개발센터가 이천구년에 했던 아이들의 스포츠 예술 학습 활동,이라는 통

계자료랑? 39. 그리고 생활실태조사라는 것을 검토해보았습니다.(#자료 가-2)

그러나 조직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을 (자료 가-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 단위화제 도입 부분에서는 조직어 사용이 가능한 위치에서 ‘그리고’라는 일반 접속사와 
개념어 ‘통계 자료’를 통해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사례 나]는 ‘광공해는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과도한 빛 사용을 삼가자’라는 

56) 학술 텍스트에서 사고도구어의 사용 양상 분류(신명선, 2004: 152)에 따르면 수행어는 ‘비

교하다, 검토하다, 분석하다, 연구하다’ 등의 “학술텍스트에서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암시”해 주는 어휘이다. 대상어는 ‘정의, 개념, 요소’와 같이 “연구 대상의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어휘이다. 조직어는 ‘전자, 후자, 서론, 본론’ 등의 ‘논의의 전개

과정을 알려“주는 어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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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근거로 의학 연구 결과를 제시하므로 많은 수의 사고도구어가 사
용되며 심지어 의학 전문 용어도 등장한다. 

31. 첫째는 <칠판에 쓴 ‘연세대’를 판서한다.> 32. 첫째는 연세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천

문우주학과, 광공해, 광공해의 현실,과 해결방안 연구문에 따르면? 33. 과도한 빛은 과도

한 빛은 아드레날린이 생성됩니다. 34. 아드레날린은 혈류로 방출될 때? 35. 현관수축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6. 아드레날린은 고혈압이랑? 37. 발기부전을 원인으로?

알려 원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8. 그리고 고혈압을 심장혈관의 병이랑 발,전부

전,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39. 그리고 여성 때에서 여성에서도 어- 이와 유사한

유사한- (1초) 40. 어 <웃음> 41. 유사한 부작용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자료

나-4)

(자료 나-4)와 같이 ‘부작용, 장애, 현실, 해결’ 등의 개념어와 ‘예측하다, 발생된다, 생
성된다, 존재하다’ 등의 수행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아드레날린, 혈류, 발기 부
전’과 같은 의학 전문어도 확인된다. 

[사례 다]에서는 ‘분석, 대상, 영역, 의미’ 등의 개념어, ‘제시하다, 수정하다, 보충하다 
’ 등의 수행어를 사용하였다. 

35. 대화문, 대화문에 나타났습니다. 36. 그 그 교재 사례는 문법 어 본문, 단어 그리고 기

기본 문법, 연습 그리고 보충단어를? 37.나타났습니다. 38. 교재 보면 일단(1초) 39. 본

대화문에 나타났습 습니다. 40. 그 <기침> (4초) 41. 교 대화를 나타났지만? 42. 뒤 뒤에

뒤부분에. 단어랑. 문법 더 많이 나타났 나타났기. 때문에! 43. 어. (5초) 44. 거 더. 많이

나타났고?(1초) 45. 옆에도 중국어로 표시하고? 46. 흐(1초) 47. 문법번역- 교수법에 들

어갔습니다.(#자료 다-5)

(자료 다-5)와 같이 12개의 발화단위로 이루어진 1개의 단위화제를 보면, 통사적 완결
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4문장으로 구성된 단위화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다’라는 어휘가 6번이나 사용되었다. 이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한계라고 할 수 있
다. ‘확인하였다, 제시되어 있었다, 살펴볼 수 있었다’ 등 다양한 수행어를 사용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문법번역식 교수법에 들어갔습니다’보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이 
적용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발표 종결부에
서 결론으로 분석 교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때 ‘마지막에서 저의 생각입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일반적인 어휘 대신에 ‘의견’이나 ‘견해’ 또는 ‘교재에 대한 
분석’이나 ‘교재에 대한 결론’ 등의 사고도구어를 사용하면 대상이 명시화되어 내용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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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전달될 것이다.  
[사례 마]에서는 ‘조사하다’의 수행어가 등장했으나 ‘서론, 본론, 결론’ 등의 조직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학문 목적 발표에서 중요한 점은 정치한 내용 전달인데 [사례 마]는 
이런 부분이 미진함을 어휘 사용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10. 어 여러분- 그- 이- 표를, 여기 표. <청중 웃음> 11. 표-를 보고 어- 우리 oo대학교에

등록금에 대한 비싸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어- 가장 많습니다. (중략) 30. 어 대부분 학

생들은 한 학기 등록금을 어 이백만원 이백오십만원 정도 내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

다.(#자료 마-5)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발표이니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자료 마-5)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나 비율 대신 ‘대부분’ 또는 ‘가장 많다’ 등의 막
연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6. 그래서 어 등록금이- 부족할 때 어(1초) 17. 대부분- 학생들은 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 그 등록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18. 하지만 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

면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영향 하고 시간도 많이 부족합니다. 19. 그리고 음 다섯 명 다섯

명 학생은 음 그 부모님한테 어 받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20. 으 이 현상은 이 현상 때

문에 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족들이 학생의 비싼 등록금 때문에 부담-을 많이 받는 현상

을 발견했습니다.(#자료 마-6)

[사례 마]에서 ‘현상’이라는 개념어를 사용한 경우가 있으나 정확한 어휘를 선택하여 사
용한 것이 아니라 내용 이해를 더욱 더 어렵게 한다. (자료 마-6)을 보면 ‘이 현상’이라는 
지시어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에는 ‘다섯 명 학생은 부모님한테 받는 방법을 선택했다’가 
있는데 ‘이 현상’은 발표자가 후술한 내용인 ‘한국 사회에서 가족들이 학생의 비싼 등록금 
때문에 많은 부담을 받는 현상’을 유발하지 않는다. 즉, 현상이 현상을 유발한다는 논리적 
관계가 성립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개념어를 잘못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라]는 자
기소개 발표이므로 사고도구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학문 목적 발표에서 사고도구어 사용 비중을 높
일 필요가 있다. 전체 사례 중 학술 텍스트의 평균적인 사고도구어 비율을 만족시킨 사례
는 [사례 나]뿐이다. 사고도구어의 비율은 전체 발화량, 발표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
므로 무조건적으로 사고도구어 비중을 높이자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례 가], [사
례 다], [사례 마]의 경우처럼 사고도구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발표에서는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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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고도구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습자들이 주로 사용한 사고도구어는 한자어로 나타났다. 신명선(2004)에서 제

안한 926개 중 113개(12.2%)의 사고도구어가 다섯 개의 발표 사례에서 사용되었다. 그러
므로 외국인 대학생에게 전체 사고도구어 목록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고도구어를 선택하
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한자어의 경우 고유어에 비해 활용이 자유로우
므로, 각 사고도구어들이 체언, 용언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이러한 연
습을 계속하도록 한다. 한자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모어의 한자어와 한국어의 한
자어가 달라 간섭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대조언어학적인 접근을 통해 한
자어 사고도구어의 언어 간 차이를 확실히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이 사고도구어 중 개념어와 수행어는 사용하나, 조직
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조직어는 내용 간의 의미 관계를 알려 주고 단어, 문장, 문단을 연
결하는 기능을 한다. 발화 즉시 소멸되는 구어의 특성상 학문 목적 발표에서 내용의 흐름
과 연결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어의 사용이 효과적이다. ‘각각, 각기, 전자, 후자, 
서론, 본론, 결론, 전술하다, 기술하다, 후술하다’ 등이 조직어에 해당하는데 ‘서론, 본론, 
결론’과 같은 기본적인 조직어의 사용도 발견되지 않았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은 
청중들에게 자신의 발표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조직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을 익힐 필요가 있다.

3) 문법적 오류 
오류의 판별은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Kleppin(1998; 최영진 역, 2007: 

28-35 재인용)의 ‘오류에 대한 판별을 위한 5가지 기준’에 따르면 (1) 정확성, (2) 이해 가
능성, (3) 상황 적절성, (4) 수업 기준, (5) 융통성과 학습자 관련성이다. 정확성을 기준으로 
하면 언어 체계, 언어학적 규범에서 벗어난 것,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면 대화 상대자 
또는 모어 화자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오류이다. 상황 적절성을 오류 판별의 기준으로 삼
으면 화용론적 규범을 벗어난 것, 수업 기준을 따르면 교과서, 문법책, 교사의 규칙이나 규
범을 벗어난 것이 오류가 된다. 융통성과 학습자 관련성을 오류 판별 기준으로 삼는 입장
에서는 오류를 상대적인 것으로 보고 수업 단계나 학습자 집단57)에 따라 허용하거나 지적
한다. 

57) (예) 참여도가 낮고 말하기를 꺼리는 학습자 vs 거침없이 말하는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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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정확성, 상황 적절성을 기준으로 문법적 오류를 판단하였다. 우선 발표자에
게 한국어가 모어가 아니므로 정확한 문법을 사용해야 오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성
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덧붙여 정확한 형태이더라도 학문 목적 발표라는 장르
에서 화용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발화나 행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 적절성 또한 오
류 판별 기준으로 삼았다. 이때 스스로 오류를 정정한 경우는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문법적 오류의 유형은 조사 오류, 어미 오류, 그리고 문장 구성 오류로 분류하였다. 분
석 항목으로 조사 오류는 격조사, 보조사, 생략, 추가를, 어미 오류는 종결 어미, 연결 어
미, 전성 어미, 선어말 어미를 분석하였다. 문장 구성의 오류에서는 어순, 호응, 성분 생략, 
성분 추가, 중복, 피동과 사동을 분석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Ⅲ-10>에 제시하였는데 [사례 가]의 오류 발생 횟수가 3회로 가장 낮
다. 이에 반해 [사례 나]와 [사례 마]가 각각 22회, 23회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사례 가]와 비교하면 7~8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사례 다]는 15회 정도로 중상 정도의 
수준에 해당한다. [사례 라]는 20회로 [사례 나]와 [사례 마]와 유사한 빈도를 보이지만, 질
적으로 살펴보면 그 양상이 사뭇 다른데, [사례 라]는 이 중 8회는 연결 어미를 종결 어미
처럼 사용하는 양상, 2회는 명사구로 종결되는 양상이다. 이를 구어 문법으로 인정한다면 
[사례 라]의 문법적 오류의 전체 횟수가 12회로 줄어 가장 낮은 오류 발생 횟수를 나타낸 
[사례 가] 다음으로 오류 발생 횟수가 적은 수준이 된다. 이는 문장 구성 오류에서 다시 자
세히 논한다.

사례 수준 및 유형 조사 오류 어미 오류 문장 오류 총합
사례 가 우수 수준 1 0 2 3 
사례 나 내용·표현균등형 보

통 
수
준

13 4 5 22 
사례 다 내용지향형 9 2 4 15 
사례 라 표현지향형 2 2 16 20(10)
사례 마 기초 수준 9 3 11 23 

<표 Ⅲ-10> 문법적 오류의 횟수

(1) 조사 오류

<표 Ⅲ-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조사 오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발표는 [사례 나]이
며, [사례 가]와 [사례 라]가 조사 오류 빈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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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준 및 유형
격조사　 보조

사 생략 추가 총합
주격 목적격 관형격 부사격

사례 가 우수 수준 0 0 0 1 0 0 0 1
사례 나 내용·표현균등형 보

통
수
준

1 2 2 2 1 3 2 13
사례 다 내용지향형 4 0 0 2 0 3 0 9
사례 라 표현지향형 0 0 0 0 1 1 0 2
사례 마 기초 수준 4 1 1 1 0 1 1 9

<표 Ⅲ-11> 조사 오류 발생 횟수

[사례 가]와 [사례 라]는 조사 오류가 각각 1회와 2회, [사례 나]는 13회, [사례 다]와 [사
례 마]는 각각 9회 나타났다. [사례 가]는 부사격 조사, [사례 라]는 보조사, 조사 생략의 
오류가 나타났다. 격조사 오류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발표는 [사례 다]이며, 격조사, 보조
사, 조사 생략, 조사 추가 등 전반적인 오류가 나타난 발표는 [사례 나]와 [사례 마]이다.

조사 오류의 예문은 아래 자료와 같다. 

[자료 - 조사 오류의 예]
㉠ 아드레날린은 고혈압이랑? 37. 발기부전을 원인으로? 알려 원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문법도 중국어로 설명하고 단어도 중국어를 다 표현-해서

㉢ oo대학교의 등록금을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 부담-이 많이 에 받-아서?

㉤ 누구나 무엇보다 도와달라고 해도 최선을 다해준다.

㉥ 문법 더 많이 나타났 나타났기 때문에!

㉦ 사교성이 좋아서 누구하고 잘 어울릴 수 있다

㉧ 근데는

 

㉠~㉣은 격조사 오류, ㉤은 보조사 오류, ㉥과 ㉦은 조사 생략의 오류, ㉧은 조사 추가
의 오류이다. ㉠은 [사례 나], ㉢은 [사례 마]에 나타난 조사 오류인데, 주격 조사 ‘이’가 와
야 하는 자리에 목적격 조사 ‘을’을 사용하였다. ㉡은 [사례 다]에 나타난 오류로 ‘중국어
를’의 목적격 조사 대신에 부사격 조사 ‘로’를 사용해야 한다. ㉣은 [사례 마]에 나타난 예
로 주격 조사 ‘이’ 대신에 목적격 조사 ‘을’을 사용해야 한다. ㉤은 [사례 라]에서 확인된 
오류로 보조사 ‘보다’ 대신 ‘이든지’를 써야 한다. ㉥은 [사례 다], ㉦은 [사례 라]의 발표에 
서 발생하였는데 ㉥은 주격조사 ‘이’가 생략되어 있고, ㉦은 ‘하고’ 뒤에 보조사 ‘나’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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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어야 온전한 의미를 전달하므로 조사 생략의 오류이다. ㉧은 [사례 나] 발표에서 나타
난 것으로 ‘근데+는’을 비롯하여 ‘특히+는’을 사용하였는데, 화제를 전환하며 다음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부사나 접속사에 ‘는’을 추가하였다. 

(2) 어미 오류

어미 오류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 등의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에 나타난 
양상을 분석하였다. <표 Ⅲ-12>에서 [사례 가]는 어미 오류가 전혀 관찰되지 않은 데 반
해, [사례 나]는 4회로 가장 높은 오류 발생 빈도를 보이고, [사례 다], [사례 라], [사례 마]
는 2~3회의 오류가 확인된다. 

사례 수준 및 유형
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총합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

사례 가 우수 수준 0 0 0 0 0
사례 나 내용·표현균등형 보

통
수
준

1 1 2 0 4
사례 다 내용지향형 0 0 1 1 2
사례 라 표현지향형 1 0 1 0 2
사례 마 기초 수준 0 1 1 1 3

<표 Ⅲ-12> 어미 오류 분석

종결 어미 오류는 [사례 나], [사례 라]에 각 1회, 연결 어미오류는 [사례 나], [사례 마]
에서 각 1회씩 나타난다. 전성 어미 오류는 [사례 가]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외국인 대학생들이 전성 어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어
말 어미 오류는 [사례 다]와 [사례 마]에 1회씩 나타난다. 

발표에서 나타난 어미 오류 예는 아래와 같다. 

[자료 - 어미 오류의 예]
㉠ 편두통은 그 광공해에 의해? 유발하다고 알려져 있다. (종결 어미)

㉡ 표-를 보고 어- 우리 건국대학교에 등록금에 대한 비싸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어-

가장 많습니다. (연결 어미)

㉢ 세 살 이상이면 거의 오빠언니 안 부르고 친구 사이로 생각하고 습관이 돼 가지고

(전성 어미)

㉣ 그래서 어 등록금이- 부족할 때 어(1초) 17. 대부분- 학생들은 어 아르바이트를 하

고 어- 그 등록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선어말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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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례 나] 발표에 나타난 종결 어미 오류로 상대높임법에 따라 합쇼체 ‘-습니다’가 
와야 하는 자리에 해라체 ‘-다’를 사용하였다. ㉡은 [사례 마]에 나타난 연결 어미 오류로 
‘대하(어간)+여(어미)’를 사용해야 한다. ㉢은 [사례 라]에 나타난 전성 어미 오류로 ‘생각
하는’을 사용해야 하는 자리이다. ‘생각하고’ 뒤에 휴지가 존재했다면 연 결어미 ‘-고’가 
종결 어미화된 것으로 보고 전성 어미 오류라고 판정하지 않았을 것이나 휴지 없이 바로 
‘습관이’로 발화를 이어갔기 때문에 전성 어미 오류라고 보았다. ㉣은 [사례 마] 발표에 나
타난 것으로 선어말 어미 ‘-겠’을 잘못 사용하였다. ‘-겠’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거나 미
래의 일을 예측할 때 주로 쓰이는 선어말 어미인데 이 문장의 주어는 ‘대학생들’로 화자와 
동일한 인물이 아니므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발
표 내용의 전개상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부족할 때 아르바이트를 하여 등록금 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예측하여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실행된 방법으로 과거 그리
고 현재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겠’은 어울리지 않는다. 

(3) 문장 구성 오류

문장 구성 오류는 어순, 호응, 성분 생략, 추가, 중복, 피동과 사동으로 분석하였다. <표 
Ⅲ-13>을 보면 문장 구성 오류는 [사례 라]에서 16회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사례 
마]가 10회로 그 뒤를 잇는다. [사례 나]와 [사례 다]에서는 각각 5회, 4회, [사례 가]는 2회
의 오류가 나타났다.

사례 수준 및 유형 어순 호응 성분 
생략 추가 중복 피동 

사동 총합

사례 가 우수 수준 0 1 1 0 0 0 2 
사례 나 내용·표현균등형 보

통
수
준

1 2 0 0 0 2 5 
사례 다 내용지향형 0 2 0 0 0 2 4 
사례 라 표현지향형 0 1 13 0 0 2 16 
사례 마 기초 수준 0 4 4 1 0 1 10 

<표 Ⅲ-13> 문장 구성 오류 분석

[사례 가], [사례 나], [사례 다], [사례 라]에서는 대부분 2~3가지 항목에서 오류가 발생
한 데 반해, [사례 마]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문장 구성 오류가 나타났다. 어순, 추가, 중복
의 오류는 0~1회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호응 오류는 모든 사례, 피동과 사동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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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례 가]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발생하여 외국인 대학생들이 문장 구성에 있어 호응 
및 피동과 사동을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분 생략의 경우 [사례 라]에서 13회로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후술할 것이다. 

문장 구성 오류의 예는 아래와 같다.

[자료 – 문장 구성 오류의 예]
㉠ 어 우리 정부 어- 우리 정부 학교 어 우리 정부 학교 등 사회 여러 역할이 자기의

어 지식을 잘 지키-려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어순, 호응)

㉡ 어 이 교재는 두 부 두 부분으로 나누고?(1초) (피동과 사동)

㉢ 심지어 어떤 학생이 친구-한테 그 등록금을 빌린 적이도 있습니다.(추가)

[사례 마]에서 관찰된 ㉠의 밑줄 친 ‘지식을 잘 지키려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에서 어순 오류와 호응 오류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우리 정부, 학교 등 사회
가 함께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야 지식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문장인데 ‘지식을 잘 지키려면’에서 ‘-(으)려면’의 연결 어
미와 뒷문장이 호응하지 않으며 선후 문장의 순서를 바꿔야 의미를 전할 수 있다. ㉡은 
[사례 다]에 나타난 피동과 사동의 오류이다. ‘교재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또는 ‘교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라고 피동형을 적용하여야 하나 능동형을 사용하고 있다. ㉢은 
[사례 마]에 나타난 오류로 주격 조사 ‘이’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주격 조사를 추가하였
다.

[사례 라]는 문장 성분 생략 오류 빈도가 13회로 가장 높게 발생하였는데, [사례 라]에 
나타난 문장 성분 생략을 질적으로 살펴보면 엄격한 의미에서의 오류는 3회에 지나지 않
는다. 아래는 그 예이다. 

[문장 성분 생략의 예]
㉠ 정책을 만드는 ü 통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부분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

입니다. (생략)

㉡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ü 다음 믿음. 제가 믿음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데~

㉢ [사진 제시] 이때 고 고향을 떠나는 그 모습,ü 아직도 지금은 많이 늙은 것 같은데

㉣ 거의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너무 힘들어~서 <목소리가 떨린다> 하는 말.ü

일반적으로 문장 성분의 생략은 [사례 마]의 ㉠처럼 내용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문장 성
분이 일부 누락된 것이다. 그런데 [사례 라]에서는 연결 어미를 종결 어미처럼 사용하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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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마무리하는 형태와 명사 종결문의 형태 등 종결 어미의 비완결성이 빈번하게 나타난
다. ㉡에 ü표시한 부분에서 ‘~고’, ‘-는데’, ‘-아/어서’ 등의 연결 어미가 종결 어미처럼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 ㉣은 명사 종결문으로 ㉢은 제시한 사진을 설명하는 
말이고, ㉣은 떨리는 목소리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앞의 발화를 매듭지으려 하는 말이
다. 종결 어미로 완결되지 않은 문장조각58)의 형태를 띤 발화는 구어의 특징이다. 이러한 
구어적 맥락과 특성을 참조하면 이는 오류라고 판정하기 어렵다. [사례 라]의 경우 일상적 
인물인 자신을 소개하는 주제여서 구어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문법적 오류를 분석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어미 
오류는 학습자의 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어와 같은 계열의 교착어에 속하는 몽골 
어권 학습자, 일본어권 학습자에 비해 중국어, 베트남 어 즉 고립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의 
경우 조사, 어미 오류가 월등히 많이 나타났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이 
중급 이상이라도 학습자의 모어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국어 수준에 관계없이 학습자의 모어가 한국어와 동일한 계열에 속하는 언어가 아니라
면 끊임없는 문법 교육과 연습이 필요하다.

둘째, 학문 목적 발표 상황에서도 구어적 특성이 반영된다. [사례 라]에서 확인된 연결 
어미의 종결 어미화, 명사의 종결 어미화 등 종결 어미의 비완결 양상을 통해 구어 문법을 
학문 목적 발표 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구어 문법을 어떻게 체
계화하고, 이를 교육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으나, 
구어와 문어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학문 목적 발표 교육에서 구어 문법을 어떻게 다루어
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필요하다. 

셋째, 거의 모든 사례에서 호응 및 피동과 사동의 문장 구성 오류가 확인되었다. 즉각성
을 지니는 구어의 특성으로 인해 발표 중에 발화한 내용의 전후 관계를 살펴 완벽하게 문
장을 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외국인 유학생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대학생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대학생들
이 구어에서 호응 및 피동과 사동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문법 표현을 사용한 문장 짓기 연습이나 읽고 잘못된 문장 찾아내기 등 쓰기와 읽
기, 문법 인식에 그치는 훈련이 아니라, 실질적인 말하기 훈련이 필요하다.  

58) 한국어 화자 및 중국어 화자의 구어에서 문장조각이 종결 표현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다는 최영란(2012: 72-74)의 연구 결과에 의해 뒷받침된다. 종결 표현에서 문장조각은

한국어 화자에게서 26.13%, 중국어 화자에게서는 24.77%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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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운 및 음성 층위의 양상

Ⅲ장 1절의 분석 틀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음운 및 음성 층위는 보그랑드와 할리데이
의 용어와 개념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재설정한 용어로, 음운, 운율적 요소, 발화단위의 조
음까지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분절음, 발화 속도, 휴지, 말더듬의 양상을 분석
하여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에 나타난 정확성과 유창성을 살펴볼 것이다.  

1) 분절음
외국인 대학생의 학문 목적 발표에서 분절음의 조음은 청중이 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

한 기초가 된다. 하지만 발표자의 모어 음운 체계가 한국어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발음
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에 나타난 분
절음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사례에 나타난 분절음 발음 중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발음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Ⅲ-14>와 같다. 

사례 오류 예

사례 가 종성 ‘ㅇ’을 ‘ㄴ’으로 발음 공립고[곤닙꼬]

사례 나

이중모음 ‘ㅕ’를 ‘ㅓ’로 발음
‘위’를 ‘귀’로 발음

종성 ‘ㄹ’을 ‘ㄴ’으로 발음
초성 ‘ㅈ’을 ‘ㅊ’ 또는 ‘ㅉ’로 발음

경영학과[겅엉하꽈]
위키[귀키]
혈관[현관]

잘[찰], 지역[찌역]
사례 다

종성 ‘ㄱ’의 폐쇄음화가 약함
약화된 설탄음

학습자[하습짜]
능력[느역]

사례 라
이중모음 ‘ㅖ’를 ‘ㅣ’로 발음

‘ㅢ’를 ‘ㅣ’로 발음
‘ㅡ’를 ‘ㅣ’로 발음

옛날[인날]
의견[이견]

그 분[기 분]

사례 마
‘ㅛ’의 원순성이 약함

종성 ‘ㄱ’의 폐쇄음화가 약함
종성 ‘ㄴ’과 ‘ㅁ’을 ‘ㅇ’으로 발음

요즘[여즘]
학비[하비]

현상[형상], 부담[부당]

<표 Ⅲ-14> 분절음 오류 분석

[사례 가]에서는 종성에 오는 ‘ㅇ’을 ‘ㄴ’으로 잘못 발음하여 ‘공립고’를 [곤닙꼬]로 발음
하는 오류를 제외하고 다른 오류는 관찰되지 않았다. 발표 중에 ‘공립고’를 총 8회 발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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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이 중 6회는 [곤닙꼬]로, 2회는 [공닙꼬]로 발음하였다. 발표 초반의 ‘공립고’는 [곤
닙꼬]로 발음하는데 후반부에서는 [공닙꼬]로 올바르게 발음하였다. 그리고 ‘공립고’와 유
사하게 종성 ‘ㅇ’의 앞에 모음이 오고 뒤에는 유음이 오는 음운 환경인 ‘등록금’의 경우에
는 종성 ‘ㅇ’을 제대로 발음하는 것으로 보아 [사례 가]는 발표 초반의 ‘공립고’ 발음 오류
에도 불구하고 종성 ‘ㅇ’의 올바른 발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사례 나]는 이중모음, 유음, 파찰음에서 오류를 보였다. 우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오류는 이중모음 ‘ㅕ’로 ‘경영’을 [겅엉], ‘고혈압’을 [고허랍], ‘해결’을 [해걸], 편두통을 
[펀두통]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이 오류는 모든 이중모음 ‘ㅕ’에서 관찰된다. 그리고 앞에 
음가가 없는 이중모음 ‘ㅟ’는 ‘귀’로 발음하는데 ‘위키’를 [귀키]로 발음한다. 종성 ‘ㄹ’을 
‘ㄴ’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간혹 나타났는데 이는 초성에 파찰음이 오는 음운 환경에만 제
한된다. 예를 들면 ‘칠십’을 [친십], ‘질’을 [진]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그리고 ‘잘’을 [차른]
이라고 발음하거나 ‘지역’을 [치역]이나 [찌역]이라고 발음하는 파찰음 ‘ㅈ, ㅊ, ㅉ’ 오류가 
나타났다. 이러한 파찰음 오류의 경우는 발표자가 즉시 발음을 수정하였다. 그런데 이중모
음, 유음, 파찰음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어휘의 경우 복합적인 오류가 나타났다. 파찰음 
아래의 유음과 연이어 오는 이중모음으로 이루어진 ‘질병’은 [진벙]으로, 이중모음과 유음 
받침으로 구성된 ‘혈관’은 [헌관]으로 발음한다. [사례 나]의 경우 여러 분절음에 발음 오류
가 존재하지만 맥락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사례 다]에서는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발음 오류는 없었으나 완료되지 않은 발화라
고 느껴지는 발음들이 있었다. 종성 ‘ㄱ’에서 폐쇄음화의 약화 현상과 약한 설탄음이 간혹 
나타났다. 예를 들어 종성 ‘ㄱ’에서 ‘학습자’가 [하습짜]에 가깝게 들릴 만큼 폐쇄를 지속하
는 시간이 매우 짧고 바로 개방하여 발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종성에서 이
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고 단어의 첫음절에 오는 종성 ‘ㄱ’에만 제한되어 나타났다. 
약화된 설탄음은 ‘능력’이라는 단어에 한해서만 발견되었다. 한국어의 유음 ‘ㄹ’은 초성에 
오면 설탄음, 종성에 오면 설측음이 되는데 이러한 구분을 어려워하는 [사례 다]의 발표자
는 ‘능력’의 ‘ㄹ’은 혀두들기는 소리로 내지 못하고 ‘ㄹ’을 매우 약화시켜 [느역]으로 발음
한다.  

[사례 라]에서는 주로 모음에서 오류가 나타났는데 이중모음 ‘ㅖ’와 ‘ㅢ’ 그리고 단모음 
‘ㅡ’가 이에 해당된다. 이중모음 ‘ㅖ’ 앞에 ‘ㅇ’이 오며 이것이 첫음절인 경우에 ‘l’로 발음
한다. 즉 ‘옛날’을 [인날]로 발음한다. 그런데 ‘지혜롭다’처럼 이중모음 앞에 ‘ㅎ’이 오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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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음절에 이중모음이 있는 환경에서는 제대로 발음한다. 이중모음 ‘ㅢ’도 마찬가지로 
단어 첫음절에서 초성 ‘ㅇ’과 결합하는 경우인 ‘의’에 한해서만 ‘이’라고 발음하여 ‘의견’을 
[이견]이라고 한다. 또 단모음 ‘ㅡ’를 ‘ㅣ’로 발음하는 경우는 초성으로 ‘ㄱ’이 오는 경우에
만 관찰이 되었는데 ‘그분’을 [기분]이라고 하거나 ‘그냥’을 [기냥]이라고 발음하는 것이 그 
예이다. 발표에서 발화한 36회의 ‘그’ 중 [기]라고 발음한 횟수는 12회이며, 이 중 ‘그냥’을 
[기냥]으로 발음한 것이 7회, ‘그분’ 2회, ‘그 때’ 2회, ‘그런데’ 1회로 나타났다. ‘그냥’을 
[기냥]으로 발음하는 것은 한국어 모어 화자들에게서도 빈번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므로 오
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제외하면 36개의 ‘그’ 중 [기]로 발음한 것은 5회밖에 되지 않
아 이 발표자는 ‘ㅡ’의 음가를 인식하고 발음할 수 있지만 실수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사례 마]에서는 이중모음 ‘ㅛ’에 원순성이 약하게 나타나고, 종성 ‘ㄱ’의 폐쇄 지속이 
약하며, 종성 ‘ㄴ’과 ‘ㅁ’을 ‘ㅇ’으로 발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원순성이 약한 ‘ㅛ’는 ‘요
즘 2년 동안’에서만 발견되었다. 그리고 종성 ‘ㄱ’의 폐쇄가 지속되지 않는 것은 [사례 다]
에 나타난 현상과 유사하다. ‘학생’을 [하생], ‘학비’를 [하비]에 가깝게 발음한다. 종성 ‘ㄴ’
과 ‘ㅁ’을 ‘ㅇ’으로 발음한 경우는 ‘현상’을 [형상]으로, ‘부담’을 [부당]으로 발음한 것이다. 
[사례 마]의 발표자는 이러한 경우 바로 발음을 정정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한국어 실력
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전달을 방해하는 심각한 분절음의 발음 오류는 나타나지 않
았다. 또 발음 오류가 나타나더라도 학습자가 스스로 오류를 인식하고 발음을 수정하여 다
시 발음하거나, 청중이 맥락을 통해 단어를 추론할 수 있었다. 전문 용어나 생소한 어휘, 
개념어에서 발음 오류가 나타나면 청중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울 수 있으나 위의 사례
들처럼 맥락을 통해 추론 가능한 어휘들에 나타난 발음 오류는 내용 이해에 큰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2) 발화 속도
발화 속도는 유창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초나 분 등 시간 단위나 음절

이나 단어 등 측정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다. 대표적인 측정 단위로 초당 음절 수
(SPS: Syllables Per Second), 분당 음절 수(SPM: Syllables Per Minute), 초당 단어 수
(WPS: Word Per Second)가 있다. 한국어의 말하기 발화 속도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분당 음절 수(SPM)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SPM을 측정하였다. 이때 발화 속
도는 지각할 수 있는 2초 이상의 휴지는 전체 발화 시간에서 제외한 후 계산하는 것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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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이다(ASHA, 1999; 신문자·한숙자, 2003 재인용). 
발화 속도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표 Ⅲ-15>와 같다.

연구자 측정 대상 속도

김하영(2001) 라디오와 TV 드라마 300~340 SPM
한국어 초급 듣기 교재 209~251 SPM

신문자·한숙자
(2003)

(한국인) 서울 거주 성인 화자의 읽기 347.9 SPM
(한국인) 서울 거주 성인 화자의 말하기 264.6 SPM

심홍림(2005)59) 한국어 표준어 화자의 말하기 251.79 SPM
최은지(2007) 한국어 성인 화자의 대화 586.74 SPM

한국어 초·중급 교재 399.52~529.07 SPM
김상수(2009)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혼자 말하기 113 SPM

<표 Ⅲ-15> 연구별 발화 속도(SPM)

<표 Ⅲ-15>에 제시한 발화 속도는 말하기의 유창성, 듣기 교재의 실제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이다. 측정된 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분당 음절 수(SPM)도 
최소 113 SPM부터 최고 586.74 SPM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한국어교육에 초점을 둔 
연구는 김하영(2001), 최은지(2007), 김상수(2009)이다. 김하영(2001)은 라디오 방송이나 
드라마의 발화 속도(300~340 SPM)를 한국어 교재 초급 1, 2의 발화 속도(209~251 SPM)
와 비교하였다. 상당히 빠른 편인 방송 매체의 발화 속도를 한국어 초급 교재와 비교한 것
이다. 또 최은지(2007)는 한국인의 대화, 한국어 교재 3권에 나타난 발화 속도를 분석하였
다. 그 결과 한국인의 대화는 586.74 SPM으로 위의 발화 속도 연구 결과 중 가장 빠르게 
나타났으며 한국어 초·중급 교재는 399.52 ~ 529.07 SPM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한편 김상수(2009)는 한국어 학습자 24명을 대상으로 혼자 말하기와 비구조적 인터뷰
를 실시하여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독화 속도가 113 SPM이라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
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러 매체, 한국어 교재, 한국인 모어 화자,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등 

59) 김상수(2009: 57)에서는 심홍임(2004)은 247 SPM, 김하영(2001)은 319 SPM, 최은지

(2007)는 419.18 SPM, 신문자·한숙자(2003)는 265 SPM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본고에서

연구자가 제시한 분당 음절 수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김상수(2009)는 전체적인 발화 속도를

제시하기 위해 평균 발화 속도를 임의로 계산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김상수

(2009)에서는 ‘심홍임(2004)’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본고는 ‘심홍림(2005)’이라고 표기하였

다. 심홍임(2004)과 심홍림(2005)이 제시한 분당 음절 수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연구자로 판단된다. 본고는 분석 대상의 수가 좀 더 많은 심홍림(2005)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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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대상의 발화 속도를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발화 속도는 발화자의 모어, 
표준어 사용 여부, 매체(라디오, 드라마), 과제(읽기, 듣기 텍스트, 말하기), 의사소통 형태
(독화, 대화), 교재의 수준(초급, 중급 등) 등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한국어교육에서의 적절한 발화 속도의 기준을 도출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논의한 이유는 한국어 발화 속도에 대한 기초 연구가 
미진하므로 거칠게나마 위의 결과와 외국인 유학생의 발표에 나타난 발화 속도를 비교해 
보고자 함이다. 

각 사례의 학문 목적 발표에 나타난 분당 음절 수, 즉 발화 속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Ⅲ-16>과 같다. [사례 라]의 발화 속도가 가장 빠르며, 뒤이어 [사례 가], [사례 다], [사례 
나], [사례 마]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 수준 및 유형 총 발화 시간
유효 발화 

시간60)
총 음절 

수
발화 속도

(SPM)
사례 가 우수 수준 14분 1초 13분 57초 3136 224.0 
사례 나 내용·표현균등형 보

통
수
준

8분 24초 8분 22초 1455 173.2 
사례 다 내용지향형 5분 37초 5분 8초 1035 202.9 
사례 라 표현지향형 8분 18초 8분 16초 2180 262.7 
사례 마 기초 수준 7분 21초 7분 21초 1253 170.5 

<표 Ⅲ-16> 발화 속도

구체적인 수치는 [사례 라]는 262.7 SPM, [사례 가]는 224 SPM, [사례　다]는 202.0 
SPM, [사례 나]와 [사례 마]는 각각 173.2 SPM과 170.5 SPM이다. 위에서 살펴 본 <표 Ⅲ
-15>와 비교해보면 [사례 라]의 발화 속도는 한국어 초급 교재의 듣기 음성 자료의 
209~251 SPM(김하영, 2001)이나 한국어 표준어 화자의 말하기의 251.79 SPM(심홍림, 
2005)과 유사하다. 전체 사례의 발화 속도가 김상수(2009)에서 제시된 중·고급 한국어 학
습자 발화 속도인 113 SPM보다는 빠른 편이지만, [사례 나]와 [사례 마]의 발화 속도가 다
른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최고 발화 속도인 [사례 라]의 262.7 SPM과 최저 발화 
속도인 [사례 마]의 170.5 SPM은 음절 수 차이가 분당 90여 개로 크다. 

60) 전체 발화 시간 중에서 2초 이상의 휴지를 제외한 발화 시간이다. 미국 연설언어 청각협회

(ASHA: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1999)의 가이드라인에 따

른 것이다. http://www.asha.org/policy/GL1999-00063.htm#sec1.3.7 (검색일 2013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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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각 사례들의 발화 속도는 한국어 초급 교재의 음성 자료 속도와 
유사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들은 중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급 교재의 음성 자료에 나타난 발화 속도는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
는 음성 언어의 속도와 발화할 수 있는 음성 언어 속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발화 속도에 있어서 외국인 대학생의 개인차가 상당하므로, 이러한 개인차
를 극복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대학생들의 발
화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행의 차원에서 음성 언어 속도를 향상시키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3) 휴지
휴지61)의 위치, 길이, 횟수는 발표의 유창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측 가능한 위치에

서 휴지가 나타나면 청중은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데 대부분 절의 경계에서는 자연스럽게 
들린다(Chafe, 1982). 휴지는 통사적 경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휴지(juncture 
pause)와 통사적 단위 내에서 나타나는 부자연스러운 휴지(hesitation pause)로 나눌 수 
있다(Lounsbury, 1954; Harley, 2001: 376 재인용). 숨을 쉬거나 의미 단위를 형성하는 
단어군이나 절 사이에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휴지이다. 이에 반해 부자연스러운 휴지
는 어휘나 형태적인 불확성실이 드러나는 망설임이다. 3초 이상의 휴지는 청자가 답답함
을 느끼는 시간이므로 휴지 시간의 구분은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도 스케한·포스
터(Skehan & Foster, 1999)와 김상수(2009)의 논의를 따라 1초 미만의 호흡을 위한 휴지
는 전사본에 ‘,’표로 표시하였으며 청중이 휴지를 느낄 수 있는 1~3초, 3초 이상의 휴지는 
분류하였다. 

이를 기초로 각 사례에 나타난 휴지의 길이, 횟수, 유형(위치에 따라 자연스러운지의 여
부)을 분석한 결과, <표 Ⅲ-17>과 같이 대부분 1~3초 휴지가 5회 이하, 3초 이상은 [사례 
다]를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휴지의 횟수는 [사례 다]가 26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사례 나]가 1회로 가장 낮다. 부자연스러운 휴지가 8회로 가장 많이 나타난 발표는 
[사례 다], 부자연스러운 휴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발표는 [사례 가]와 [사례 라]이다.

61) 연구자에 따라 휴지를 유창성 평가 요소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3초 이

상의 긴 휴지는 청중이 답답함을 느끼며 발표 몰입에 방해를 받는 요소라고 판단하여 포함하

였다. 휴지를 유창성 요인에 포함시킨 바 있는 스케한·포스터(Skehan & Foster, 1999:

230), 김상수(2009: 61)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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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준 및 유형
총 

발화 수
길이 유형 총합 

(횟수)
비율

1~3초 3초~ 자연 부자연

사례 가 우수 수준 132 4 0 4 0 4 3.0
사례 나 내용·표현균등형 보

통
수
준

86 1 0 0 1 1 1.2 
사례 다 내용지향형 61 23 3 18 8 26 42.6 
사례 라 표현지향형 85 2 0 2 0 2 2.4 
사례 마 기초 수준 40 2 0 0 2 2 5.0 

<표 Ⅲ-17> 음운 및 음성 층위에 나타난 휴지 분석

[사례 가]는 1~3초 이내의 휴지가 4회 발생하였으며, 모두 자연스러운 휴지에 속한다. 
이 중 3회는 통사적 구조의 경계에서 나타났으며, 1회는 발표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 앞
에서 의도적으로 휴지를 사용하였다. (자료 가-3)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52.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사교육비보다 아 이거는 제가 좀 사교육비보다 교육비 총액

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53. 왜 어떤 거냐면 음 일본은 일본에

는 사립고랑? 54. 고 공립고가 있는데 사립고도 뭐 일단 공교육이지만 사립고 일단 등록

금이 (2초) 55. 너무 높어 너-무 <웃음> 들어요. (#자료 가-3)

(자료 가-3)을 보면 다음에 올 내용 즉 일본의 사립 고등학교 교육비가 매우 높다는 점
을 강조하기 위해 잠시 멈춘 의도적 휴지(2초)가 보인다. 휴지는 관심을 끄는 역할(focus 
of consciousness)을 할 수 있는데(Chafe, 1982), (자료 가-3)이 바로 이러한 예를 보여
준다. 

[사례 나]는 1~3초 이내의 휴지가 1회 나타났는데 이는 부자연스러운 휴지에 해당한다. 
이는 (자료 나-5)에 나타난다. 

39. 그리고 여성 때에서 여성 에서도 어- 이와 유사한 유사한- (1초) 40. 어 <웃음> 41.

유사한 부작용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자료 나-5)

(자료 나-5)는 ‘유사한’ 다음에 올 ‘부작용’을 떠올리기 위하여 ‘유사한’을 여러 번 반복
하여 말함과 동시에 ‘어’라는 군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사한 유사한-’ 다음에 
오는 1초의 휴지는 다음에 올 어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례 다]는 총 60개의 발화 중 29번의 휴지가 나타났으며, 심지어 3초 이상의 휴지가 
3회 나타났는데 그 중에는 5초인 휴지도 있다. 총 26회의 휴지 중 부자연스러운 휴지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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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나타났다. (자료 다-6)과 같이 한 개의 단위화제에 5회의 휴지가 나타났다.

6. 일-(1초) 7. 이- 8. 표준한국어 1은 초급 학습자 대상으로? 만드는 교재입니다. 9. 그

래서 1과 (1초) 10. 부터 12과는 발음 발음 학습이고 그 다음에는-(2초) 11. 사용하는 교

수법이고? 13과부터는? 12. 대화문와 문법학습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13. 이 과목 과

중에서(1초) 14.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마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 15. 마지막에 나의 생각

입니다.(1초) (#자료 다-6)

(자료 다-6)의 밑줄 친 부분을 통해 볼 수 있듯이 9개의 발화단위 중 휴지가 5회 나타
난다. 또한 9, 10번 발화단위의 ‘1과(1초)부터’와 같이 통사 단위 내에서 휴지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빈번한 휴지의 사용과 부자연스러운 휴지는 발표의 유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사례 다]에는 4초, 5초의 긴 휴지도 나타났는데 이는 (자료 다-7)과 같다. 

39. 그 <기침> (4초) 40. 교 대화를 나타났지만?(#자료 다-7)

이때 나타난 4초의 휴지를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Ⅲ-10]과 같다. 

[그림 Ⅲ-10] 휴지 스펙트럼

여기에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 즉 3분 44초부터 3분 49초까지의 구간이 휴지이다. 스펙
트럼의 휴지를 나타내는 화살표 이전 부분은 발표가 이어졌을 때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각
적으로도 청중이 이러한 휴지를 매우 길게 느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라]는 1~3초의 휴지가 2회 나타나는데 모두 자연스러운 위치에 나타난다. (자료 
라-6)에 2초 정도의 휴지가 나타난다. 

13. 사랑이 있어야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너무 행복하게 인생을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초) 14. 그리고 제가 다섯 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15. 어 초등학교에서 두 살 세 살 많은 언니오빠와 한께 학교에 다녔는데

모두와 친구가 돼서 잘 지내왔어요.(#자료 라-6)

(자료 라-6)에 나타난 휴지는 비교적 긴 시간이지만, 단위화제가 전환되는 곳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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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슬라이드를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위해 기기를 조작하느라 휴지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발표에서 종종 나타나는 휴지로 자연스러운 휴지에 해당한다. 청중이 발표자를 보고 
있을 경우 발표자가 기기를 조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의 유창성이 떨어진
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례 마]에서는 1~3초의 휴지가 2회 나타나는데, 모두 부자연스러운 위치에서 발생한
다. (자료 마-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5. 어 등록금 문제 때문에 다른 사회적인 새로운 문제점도- 어 더 많이 일으킬 수 있어서

등록금 문제를 잘 해결하면 어-(1초) 36. 어 그 문제 때문에 일으킨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자료 마-7)

(자료 마-7)은 ‘등록금 문제를 잘 해결하면’ 뒤에 덧붙일 말이 생각나지 않아 ‘어- 어’라
고 군말을 사용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일으킨 문제도’라고 ‘문제’라는 어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중언부언하고 있다. 이는 여기에 나타난 휴지가 다음에 올 어휘나 표현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부자연스러운 휴지라는 것을 방증한다. 

각 사례에 나타난 휴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높은 
휴지 발생 횟수, 3초 이상의 긴 휴지, 부자연스러운 휴지를 보였던 [사례 다]는 보통 수준
인 내용지향형에 해당한다. 이는 보통 수준의 학문 목적 발표를 수행한 경우에도 휴지 사
용 양상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그러므로 보통 수준의 학
문 목적 발표를 수행할 수 있는 학습자라고 할지라도 휴지와 유창성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휴지의 위치에 따라 그 기능과 의미가 달라짐을 이해하며 훈련을 통해 휴지 사용 양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수 수준의 학문 목적 발표를 수행한 [사례 가]의 경우 휴지 발생 횟수가 낮으며, 
자연스러운 휴지를 사용한다. 또한 발표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휴지를 의도적으로 사용하
기도 한다. 외국인 대학생에게는 학문 목적 발표에서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바, 자신이 창
조적으로 구성해 낸 내용이나 견해를 드러내기 위하여 휴지를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 특히 우수한 학문 목적 발표 능력을 소유한 학습자에게는 이러한 
부분까지 심화하여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각 발표에 나타난 휴지 양상과 모어 사용에서
의 휴지 양상 사이에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학문 목적 발표가 아무리 공적 상황에서
의 말하기라고 해도 개인의 말하기 습관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챔버스(Cha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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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539)가 ‘우리는 아직 휴지의 대조언어학적인 측면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다’62)라
고 한 바와 같이 휴지 양상에 대한 대조언어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어에서의 휴지 사용 양상과 모어에서의 휴지 사용 양상을 대조언어학적으로 접근한 비교 
연구가 후속 연구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4) 말더듬
유창성을 저해하는 말더듬의 유형을 암브로즈·야이리(Ambrose & Yairi, 1999)는 단어 

일부 반복, 단음절 단어 반복, 장음화, 군말 삽입, 수정 반복, 다음절 단어 반복의 6가지로 
분류했다. 여기에 장경희(2006), 김태경·이필영(2007)은 ‘구 반복’을 추가하여 말더듬의 형
태를 7가지로 분석한 바 있다. 본고는 말더듬의 유형을 7가지로 설정하였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Ⅲ-18>과 같다.

유형 예63) 비고

반
복

단어 일부 반복 있 있거나

의도적 반복 제외단음절 단어 반복 그 그 사진
다음절 단어 반복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 반복 먼저 목차- 먼저 목차를 보겠습니다.
군말 삽입 초등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냥 뭐지? ·

수정 제- 바 보고서의 주제는 ·
장음화 산업?화-로 인-한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표현적 장음 제외

<표 Ⅲ-18> 말더듬 유형

정리하면 단어 일부, 단음절 단어, 다음절 단어, 구가 반복되는 유형, 필요 없는 군말을 
삽입하는 유형, 앞의 발화를 수정하는 유형, 소리를 길게 내는 장음의 유형이 있다. 동일한 
반복과 장음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의도적 반복과 자연스러운 장음은 말더듬의 유형에서 
제외하였다.

전체적인 말더듬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아래 <표 Ⅲ-19>에 제시하였듯이 [사례 가] 
119회, [사례 마] 108회, [사례 나] 68회, [사례 다] 67회, [사례 라] 27회로 나타났다. 

62) 원문은 “We know very little as yet about contrastive aspects of pausing.”이다.

63) 사례들로부터 추출한 실제 발화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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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유형 반복 군말 장음 수정 합계

사례 가 우수 수준 13 70 22 14 119
사례 나 내용·표현균등형 보

통
수
준

21 15 19 13 68 
사례 다 내용지향형 29 5 20 13 67 
사례 라 표현지향형 8 18 0 1 27 
사례 마 기초 수준 8 66 31 3 108 

<표 Ⅲ-19> 말더듬 양상 분석

대부분의 사례에서 반복, 군말, 장음, 수정의 말더듬이 고루 나타났다. 이 중 반복을 많
이 사용한 발표는 [사례 나]와 [사례 다], 군말이 많은 발표는 [사례 가]와 [사례 마]이다. 
장음과 수정은 사례별로 고루 나타났는데 [사례 라]에서는 말더듬의 장음이 나타나지 않았
다. 자기 수정이 다른 사례들에서는 최소 10회 이상 나타났는데, [사례 라]와 [사례 마]에
서는 1~3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었다. 

말더듬의 빈도가 높은 발표는 [사례 가]와 [사례 마]이다. 우수 수준인 [사례 가]와 기초 
수준인 [사례 마]의 말더듬 빈도 횟수가 유사하게 높은 것은 의아한 일이다. 그런데 이를 
수치로만 해석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질적으로 접근하면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다. [사례 
가]는 ‘군말 70회-장음 22회-수정 14회-반복 13회’의 순으로, [사례 마]는 ‘군말 66회-장
음 31회-반복 8회-수정 3회’으로 말더듬이 나타난다. 사례별로 각각 70회(58.8%)와 66회
(6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군말을 질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례 가]에 나타난 군말은 ‘그(17회)’, ‘뭐(17회)’, ‘일단(9회)’ 등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다. 특정 단어의 지속적인 사용은 화자의 발화 습관으로 받아들여져 말더듬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34. 그리고 일단 통계자료 35. 오늘 발표할 통계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6. 일단 코

씨쓰에,서 이천십-일년에 했던 학교급 및 특성별 월평균 사교육비라는 통계자료랑? (#자

료 가-4)

(자료 가-4)의 ‘일단’은 맥락상 불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군말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순
서대로 자료를 제시하는 발화에 ‘일단’이라는 군말이 잘 부합하기 때문에 말버릇 또는 습
관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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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로, [사례 마]에서는 군말로 단어 자체에 의미가 없는 ‘어(53회), 그(4회), 에(3
회), 음(3회)’ 등이 나타난다.

6. 학생들이- 이런 상황 때문에- 어- 부담-이 많이 에 받-아서? 7. 사회에서 반대하는 소

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8. 어- 어-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보고서를 어 으

만들었습니다.(#자료 마-8)

(자료 마-8)을 보면 3개의 발화단위에서 ‘어’, ‘으’, ‘에’ 의 군말이 총 6회 나타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청중의 발표 이해도를 떨어지게 하며 유창성을 저해하는 말
더듬으로 인식된다. 이처럼 [사례 가]와 [사례 마]에 나타난 말더듬의 양적 양상은 유사하
지만, 질적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보통 수준의 내용지향형 [사례 다]와 기초 수준인 [사례 마]에서는 말더듬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중 [사례 다]를 보면 (자료 다-8)과 같다.

29. 자아수정-하는 기회를 버 주줍 주고? (#자료 다-8)

‘버 → 줍 →주’로 수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고’의 일부인 ‘주’를 반복하고 있다. 다
음에서는 말더듬의 하위 유형인 반복, 군말, 장음, 수정 양상에 대해 차례로 논의하고자 한
다. 

(1) 반복

반복에는 단음절, 다음절, 단어, 구를 반복하는 말더듬으로서의 반복과 의도적인 반복
이 있다. 말더듬으로서의 반복은 말 끊김이나 비일관적인 억양곡선이 나타난다. 의도적인 
반복은 이와 달리 화제를 강조하거나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목적을 갖기 때문에 단
어의 일부분이 반복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완결된 단어나 구, 문장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의도적인 반복64)은 제외하고 말더듬으로서의 반복만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Ⅲ-20>과 같다. 

64) 발표자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또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같은 말을 반복하는 유형으로

온전한 단어, 구나 절의 형태를 지닌다. 발표에서는 특히 슬라이드 제목을 읽고 이를 재설명

할 때 종종 나타난다. ‘일본 고등학교 교육비<스크린을 보며 읽는다>, 일 년에 든 일본 고등

학교 교육,비예요.’처럼 반복되더라도 이는 말더듬으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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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준 및 유형
단음절 
단어

다음절 
단어

단어 일부 구 합계

사례 가 우수 수준 2 2 9 0 13 
사례 나 내용·표현균등형 보

통
수
준

0 9 9 3 21 
사례 다 내용지향형 4 5 16 4 29 
사례 라 표현지향형 0 2 5 1 8 
사례 마 기초 수준 0 4 3 1 8 

<표 Ⅲ-20> 말더듬 - 반복

빈도순으로 나열하면 [사례 다] 29회, [사례 나] 21회, [사례 가] 13회, [사례 라]와 [사
례 마]가 각각 8회이다. 반복 유형별로 [사례 가]는 ‘단어 일부 – 다음절 단어 – 단음절 단
어 – 구’, [사례 다]는 ‘단어 일부 – 다음절 단어 – 단음절 단어 - 구’, [사례 라]는 ‘단어 
일부 – 다음절 단어 – 구’의 순서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 [사례 나]는 단어 일부의 반복
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다음으로 다음절 단어 반복이 나타난다. [사례 마]는 ‘다음절 단어 
– 단어 일부 – 구’의 순으로 다른 유형과는 차이가 난다. 

단어나 구를 반복하면 발화를 유려하게 이어가지 못하여 유창성에 저해가 되는 것은 사
실이다. 그러나 반복 중에서도 온전한 단어를 반복하는 경우를 모두 말더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반복이나 직시를 물리적으로 밝히기 위한 반복의 경우가 그
러하다. 예를 들어 발표의 특성상 자신이 구두로 ‘이렇게’라고 지시하다가 슬라이드에 담
긴 내용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스크린을 직접 가리키며 ‘이렇게’라고 다시 한 번 
발화하는 반복의 경우에는 유창성을 저해하는 말더듬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표현적 측면
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사례 가], [사례 라]에서 이러한 반복 양상이 관찰되었다. 

(2) 군말 삽입

군말은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군더더기 표현으로 ‘어, 그, 음’ 등이 있는데 발표자가 
개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군말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별 군말 삽입 양상의 분석 
결과는 <표 Ⅲ-21>과 같이 [사례 가]와 [사례 마]가 각각 70회, 66회로 빈도가 월등히 높
고 [사례 라]와 [사례 다]가 각각 18회, 15회로 그 뒤를 이으며 [사례 다]가 5회로 가장 낮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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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수준 및 유형 군말 구체적으로 나타난 군말

사례 가 우수 수준 70 에 1, 그 17, 음 3, 어 3, 아 7, 뭐 17, 네 1, 일단 21
사례 나 내용·표현균등형 보

통
수
준

15 그 4, 음 1, 어 9, 딱 1
사례 다 내용지향형 5 음 1, 어 3, 엄 1
사례 라 표현지향형 18 어 1, 네 1, 뭐 1, 뭐지 4, 뭔가 2, 그냥 9
사례 마 기초 수준 66 에 3, 그 4, 음 2, 어 53, 아 1, 으 3

<표 Ⅲ-21> 말더듬 - 군말 삽입

전술한 바와 같이 [사례 가]와 [사례 마]는 군말 발생 빈도는 유사하지만, 군말의 사용이 
질적으로 다르다. 우수 수준의 [사례 가]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군말로 사용하며, 기초 수
준의 [사례 마]는 의미가 없는 간투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사례 가]는 ‘그
(16회), 뭐(17회), 일단(9회)’로 의미가 있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 [사례 마]는 이와 
달리 ‘그(4회)’ 외에도 ‘에, 어, 음, 어, 아, 으’ 등 의미가 없는 간투사를 사용한다. 

나머지 [사례 나], [사례 다], [사례 마]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표현 우
위의 [사례 라]와 표현 중하위의 [사례 나], [사례 다]를 비교하면, [사례 라]에는 ‘네’, ‘뭐
지’, ‘뭔가’, ‘그냥’ 등 의미 있는 단어를, [사례 나]나 [사례 다]는 의미가 없는 ‘음’, ‘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43. 너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서~ 걍 이런 것도 다 제가 할 수 있는 거고~(#자료 라

-7)

25. 광공해는 우리 모두 문제입니다. 26. 왜 어? 27. 그리고 어 문제입니다(#자료 나-6)

(자료 라-7)은 ‘걍’과 같은 군말이 발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데 반해 (자료 나-6)은 ‘광공해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라는 어렵지 
않은 주장을 하며 ‘어’라고 두 차례 군말을 함으로써 말을 더듬는 인상을 준다. 이처럼 의
미 유무와 위치에 따라 유창성 저해 여부가 결정된다. 

(3) 장음화

자연스러운 장음에는 본디 말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라 장음이 나타나는 어휘적 장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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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어감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적 장음이 있다. 어휘적 장음은 어두에서만 실현되는데 ‘눈:
(雪)’, ‘밤:(栗)’, ‘소:식(小食)’, ‘없:다’ 등이 그 예이다. 표현적 장음은 운율 단위의 경계에
서 나타나며 음높이가 돋들리는 현상을 동반한다. 예를 들면 ‘너~무 높아’와 같이 ‘높음’을 
강조하기 위해 ‘너무’의 어두를 길게 발음하는 경우이다. 이와 달리 말더듬으로 인한 장음
은 부자연스럽게 발화의 리듬을 끊는 모습으로 강세구 내부에서 나타나며 음높이 변화가 
거의 없다(김태경·이필영, 2007: 30). 전사본에서는 어휘적 장음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
으며 표현적 장음은 ‘~’으로, 말더듬으로 인한 장음은 ‘-’으로 표시하였다. 장음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Ⅲ-22>와 같다. 

사례 수준 및 유형 말더듬으로서의 장음 표현적 장음65)

사례 가 우수 수준 22 28 
사례 나 내용·표현균등형 보

통
수
준

19 5 
사례 다 내용지향형 20 1 
사례 라 표현지향형 0 44 
사례 마 기초 수준 31 3 

<표 Ⅲ-22> 말더듬 - 장음

말더듬으로 인한 장음은 [사례 마]에서 31회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사례 라]에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머지 [사례 가], [사례 나], [사례 다]에서는 19~22회로 비슷하
게 나타났다. 표현적 장음은 [사례 라]에서 44회, [사례 가]에서 28회로 표현 우위의 발표
에서 자주 관찰되었다. 

[사례 마]에 나타난 말더듬으로서의 장음(-)을 보면 (자료 마-9)와 같다.

22. 심지어 어떤 학생이 친구-한테 그 등록금을 빌린 적이도 있습니다. 23. 그것은 제 생

각에는 이런 문장은 학생-한테 굉장히- 어 많이 있었습니다.(#자료 마-9)

‘친구’와 ‘한테’ 사이, ‘학생’과 ‘한테’ 사이에 장음이 나타난다. 이는 운율단어의 끝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운율단어 사이에 나타난다. 또 ‘굉장히’에 나타난 장음은 강세구 내
부에서 나타나는 장음으로 말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나 뒤에 ‘어’라는 군말까지 유발한다. 

65) 유창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말더듬으로서의 장음만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표현적 장음을 함께 분석한 이유는 동일한 양상으로 발화되는 장음이지만 한 발표자

내에서 말더듬으로서의 장음과 표현적 장음이 공존성, 상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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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라]와 [사례 가]에 나타난 표현적 장음(~)은 (자료 라-8)과 같다. 

27. 오십대 아주머니 아저씨까지 친구라고하고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정말

외롭고~ 밖에서 너무 활발하거든요? 28. 학교 들어오면 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

하고~ 그냥 한국어 못하면~ 누군가 막 쳐다볼 거 같고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고 거의 2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너무 힘들어서~(#자료 라-8)

(자료 라-8)의 ‘외롭고~’, ‘못하고’~, ‘못하면~’, ‘힘들어서~’는 운율 단위의 경계에서 리
듬이 유지되며 음높이가 돋들리는 현상으로 말더듬의 장음이 아니라 표현적 장음이다. 

결과를 종합하면 표현 지향의 사례들은 표현적 장음을 자주 나타나는 데 비해 내용 지
향의 사례들에서는 말더듬의 장음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사례 라]를 제외한 모든 발표자
는 말더듬의 장음과 표현적 장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말더듬의 장음을 사용한
다고 해서 표현적 장음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또한 표현적 장음을 잘 사용하는 
발표자인 [사례 가]에서 말더듬의 장음이 자주 나타난 것으로 보아 표현적 장음의 효과를 
잘 인식한다고 해서 말더듬의 장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4) 수정

자신의 발화를 수정하는 양상은 <표 Ⅲ-23>과 같이 관찰되었다.

사례 유형 총합

사례 가 우수 수준 14 
사례 나 내용·표현균등형 보

통
수
준

13 
사례 다 내용지향형 13 
사례 라 표현지향형 1 
사례 마 기초 수준 3 

<표 Ⅲ-23> 말더듬 - 수정

[사례 라]와 [사례 마]에서는 각각 1회, 3회로 수정이 매우 낮은 빈도로 발생하였고, 나
머지 사례에서는 13~14회 발생하였다. 수정은 주로 발음, 문법, 내용적 측면과 관련이 있
었다. 다시 말해 잘못 발화한 발음을 고치거나, 문맥에 맞게 문법을 수정하거나, 지시하는 
대상을 명료화하기 위해 앞에 발화한 것을 수정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아래 (자료 가-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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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나-7)은 [사례 가]와 [사례 나]에 나타난 발음 수정의 예이다.

9. 음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게 될 시기라고 생각

해서 곤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기침 두 번> 10. 연구- <기침>하-도록 하겠습니다.(#자료

가-5)

3. 여러분, <시각 자료를 제시한다.> 어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4. 차른,

잘 볼 수 있었죠? (#자료 나-7)

(자료 가-5)는 ‘고등학생’을 말하려다가 ‘곤’이라고 발음하여 다시 ‘고등학생’이라고 수
정하여 발화한다. (자료 나-7)은 ‘차른’이라고 잘못 발음을 하여 ‘잘’로 발음을 정정하였다. 
아래의 (자료 다-9)는 문법을 수정한 예이다.

60.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모국어로 번역함으로서 모국어의 영향이- 아주 크 크고 그리고

강조하는 영역이 어휘와 문법-을 문법입니다. (#자료 다-9)

(자료 다-9)는 문법번역식 교수법에서 강조하는 영역이 어휘와 문법이라는 것을 전달하
려고 했는데 실수로 ‘문법을’이라고 발화한 것을 ‘문법입니다’로 정정하여 발화한 것이다. 
아래의 (자료 가-6)는 내용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내용을 정정하는 예이다.

105. 그리고 이거는 서울대와 도 서울 이 한국에서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서울대에 있

다고 보고? <웃음> (#자료 가-6)

(자료 가-6)은 서울대와 도쿄대를 비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서울대와 도(쿄
대), 서울에서, 이 한국에서는’이라는 내용이 전개된 것이다. ‘서울대와 도쿄대를 비교한 
이유는 서울, 아니 한국에서’라는 의미이다. ‘서울’을 ‘한국’으로 수정하여 전달하고자 하
는 바를 명료화하였다.

말더듬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를 고려한 발음 교육, 음운 
및 음성적 요소를 통한 전달력 향상 교육, 그리고 유창성을 강조한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발표에서 발음은 청중의 이해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의 
학문 목적 발표에 나타난 발음 오류 중 일부는 학습자의 모어로부터 기인한다. 학습자의 
모어가 발음에 영향을 덜 미쳐 발표 내용 전달에 문제가 없도록 학습자 개별 모어를 고려
한 발음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휴지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의미한 군말을 사용하거나, 발화 속도를 조절하는 등 음운 및 음성적 요소를 학습자가 
능수능란하게 활용하여 전달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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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에 효과적인 의도적인 휴지 사용의 위치 및 길이, 의미 있는 군말의 종류 및 활용 방
법, 발화 속도 조절 등에 대한 기초 연구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학문 목적 발표 교육에
서 유창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은 [사례 라]를 통해 확인되었다. [사례 라]는 담화 층위, 
어휘 및 문법 층위의 양상은 보통 수준 이하이나 음운 및 음성 층위에서 보통 수준 이상의 
수행을 보여 최종적으로 보통 수준의 표현지향형이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발화 
속도, 휴지, 말더듬과 같은 유창성은 발표 수행의 ‘내용’과 ‘표현’이라는 두 축 중 ‘표현’에 
지대하게 기여하는 구성 요소이므로, 학문 목적 발표 교육에서 유창성을 강조하고, 또한 
외국인 대학생의 유창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방안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Ⅲ장에서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수행한 학문 목적 발표의 담화 층위, 어휘 및 
문법, 음운 및 음성 층위에 나타난 양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술하고 해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Ⅳ장에서 이러한 발표 양상에 영향을 미친 배경 요인을 분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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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학문 목적 발표의 배경 요인 분석

Ⅳ장은 Ⅲ장에서 분석한 학문 목적 발표 양상에 영향을 미친 배경 요인을 탐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활동 이론’과 ‘상황 우선 접근법’을 기반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집
단의 목적에 주목하며 발표 주체인 개인과 관련된 요인, 의사소통의 목적, 규범, 학문 담화 
공동체, 대화 참여자의 역할, 발표 준비의 과정 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배경 요인을 도출
해 내고자 하였다. 이는 Ⅲ장에 제시한 [그림 Ⅲ-3]을 참조하면 점선 (b) 영역에 해당한다.

배경 요인 탐색을 위해 심층 면담과 더불어 발표 보조 자료, 보고서, 면담 녹취록, 모어 
교육 관련 자료, 학습자가 학습한 한국어 교재 등을 분석하였다. 이때 심층 면담은 양적 
연구를 지향하는 면담보다는 질적 연구에서의 개방형 면담66)을 지향한다. 개방형 면담에
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에서 자연 발생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비형식적 회화 면담
(informal conversational interview), 주제와 질문 형식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각 피면
접자와 주제를 탐색하는 일반 면담 지침 접근(general interview guide approach), 동일
한 질문의 순서와 표현을 사전에 준비한 표준화된 개방형 면담(standardized 
open-ended interview)이 있다(김석우·최태진, 2007: 145-147). 이 중 편견이나 선입견
이 개입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표준화된 개방형 면담을 택하였다. 면담을 위한 질문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과 발표 수행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질문의 순서는 일반적
으로 발표 준비에 나타나는 절차와 인지적 과정을 바탕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표준
화된 개방형 면담을 예비 검증하기 위해 면담 대상자 중 가장 한국어 능력이 낮은 피면담
자, 중간 수준의 피면담자, 우수한 수준의 피면담자를 각각 1명씩 만나 개별 개인 면접을 
실시하여 질문이 답변을 이끌어 내기에 적절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질문의 문항과 종류, 순서 등을 보완하여 본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심층 면담에서는 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녹음과 필기를 하였으나 피면담자의 언어
적, 비언어적 반응을 골고루 살펴보기 위하여 필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피면담자의 반응을 
관찰하였다. 이후 모든 면담이 완료된 후 범주 체계를 만들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중
에 의문이 있으면 피면담자와 보충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학습자가 모국으로 돌아간 

66) 김석우·최태진(2007: 145-147)에서는 ‘면접’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면접’은

일반적으로 선발을 위한 평가 도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본고에서의 interview는 피면

담자와 연구자가 질의 및 응답을 통해 피면담자를 이해하고 발표 준비 및 수행과 관련한 정

보를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면담’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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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는 전자 우편이나 메신저를 통해 추가 질문을 하였다. 이때 전자 우편이나 메신저를 통
한 질문은 구어적인 표현을 사용해 대화체로 답을 하게 하여 면대면 면담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학문 목적 발표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에는 언어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의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언어적 요인은 학습자 모어의 언
어 구조, 어휘 및 문법, 음운 및 음성의 차이, 인지적 요인은 주제 선정, 목표 설정, 청중 
분석, 자료 수집, 내용 조직, 발표 보조 자료 작성과 같은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 정의적 
요인은 자아 개념과 학습 동기 그리고 발표 불안, 사회·문화적 요인은 한국어 교재, 한국어 
교·강사, 자국어 교육, 외국어 교육 등으로 이루어진다. 

1. 언어적 요인

구조나 형태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 일본어, 몽골 어는 교착어이나 중국어와 베트남 
어는 고립어이다. 교착어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단어의 기능을 나타내는 데 반해 고립
어는 낱말의 형태에 변화가 없으며 어순에 의해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다. 또한 조사나 어
미와 같은 문법적 요소가 없는 중국어와 베트남 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에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 음운을 발음해야 하는 경우 등 외국인 대학생은 학
문 목적 발표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이처럼 모어와 한국어(목표언어)의 대조언어학적 
차이는 학문 목적 발표의 어휘 및 문법 층위, 음운 및 음성 층위에 영향을 미친다. 

1) 언어 구조
한국어는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을 취하나 중국어와 베트남 어는 ‘주어-서술어-

목적어’의 순으로 배열한다. 격조사를 이용하여 비교적 어순이 자유로운 한국어와는 달리 
중국어와 베트남 어는 어순으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베트남 어를 예로 들면 한국어는 
어순이 바뀌어도 격조사로 인해 동일한 의미를 유지하나 베트남 어는 어순이 바뀌면 문장
의 전체 의미가 달라진다.67) 

67) 예를 보면 단어 형태에 변화 없이 어순만 바뀌어도 의미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예] ①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한다. ② 아이를 어머니는 사랑한다.

③ Mẹ yêu con.(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한다.) ④ Con yêu Mẹ (아이가 어머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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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순의 이러한 차이는 베트남 어와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사례 나], [사례 다], [사례 
마]의 문법적 양상 중 문장 구성에 오류를 유발하기도 한다. Ⅲ장의 문장 구성 오류 분석 
결과를 언어별로 재정리한 <표 Ⅳ-1>을 참조하면 일본어나 몽골 어 화자에 비해 베트남 
어와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발표자의 어순, 호응, 성분 생략 오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을 알 수 있다. 

언어 사례 어순 호응
성분 
생략

추가 중복
피동 
사동

총합

고립어

베트남 어 사례 나 1 2 0 0 0 2 5 

중국어
사례 다 0 2 0 0 0 2 4 
사례 마 0 4 4 1 1 1 11 

교착어
일본어 사례 가 0 1 1 0 0 0 2 
몽골 어 사례 라 0 1 13 0 0 2 16 

<표 Ⅳ-1> 언어별 문장 구성 오류

한국어와 유사한 형태와 구조를 취하는 교착어인 일본어와 몽골 어를 모어로 하는 [사
례 가]와 [사례 라]에 나타난 문장 구성 오류는 호응과 생략이 각 1회로 매우 적게 나타난
다. 그런데 베트남 어,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사례는 어순, 호응, 생략 등의 오류가 각각 
1~4회로 1~4배 높게 나타나 전자의 발표와는 대조적이다. 특히 기초 수준의 경우 호응과 
생략 오류가 각 4회 발생하였으며 그 외 중복, 추가, 피동·사동 오류 등 여러 오류 유형이 
모두 존재한다. 이 중 몽골 어를 모어로 하는 [사례 라]는 성분 생략 오류가 13회로 다른 
사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Ⅲ장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중 10회는 
연결 어미와 명사의 종결 어미화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종결 어미의 비완결성은 구어 문법
의 관점에서는 오류로 보지 않고 일상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며, 특정한 화행 기능을 수행하
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도 한다. 본고도 학문 목적 발표는 구어와 문어적 성
질을 동시에 지니므로 본고에서도 이를 심각한 오류로 간주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여, 결과
적으로 [사례 라]의 문장 구성 오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어휘 및 문법
고립어인 중국어와 베트남 어는 조사나 어미에 해당하는 문법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중

국어나 베트남 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의 경우 조사나 어미 오류가 빈번히 발생한다. Ⅲ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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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 결과를 모어별로 재정리한 <표 Ⅳ-2>를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다. 

유
형

모어 사례
조사 어미

총합
격조사 보조사 생략 추가

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고
립
어

중국어
사례 다 6 0 3 0 1 1 11
사례 마 7 0 1 1 2 1 12

베트남 
어

사례 나 7 1 3 2 4 0 17
교
착
어

일본어 사례 가 1 0 0 0 0 0 1
몽골 어 사례 라 0 0 0 0 2 0 2

<표 Ⅳ-2> 언어별 조사 및 어미 오류

교착어인 일본어와 몽골 어를 모어로 하는 [사례 가]와 [사례 라]의 경우 조사 및 어미 
오류가 1~2회로 드물게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립어인 중국어와 베트남 어를 모
어로 하는 [사례 다], [사례 마], [사례 나]에서는 조사 오류와 어미 오류가 집중적으로 나
타난다. 오류 빈도가 교착어를 모어로 하는 발표자의 5~17배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난다. 조
사 오류 중에서는 특히 격조사 오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조사가 생략되거나 추가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사례 다] 발표자의 경우 심층 면담에서 [면담 자
료 다-1]과 같이 어미 사용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면담 자료 다-1]
“저는 말하기 능력이 안 좋아요. 앞부분은 표현하는 거는 표현할 수 있는데 ㉠마

지막에 어미, 마지막에 붙이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시작은 하는데 마지막이. 쓸

때는 괜찮은데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맞춰서 쓸 수 있는데 ㉡말할 때는 바로바로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맞춰서 써야 되는지 어려워요.”

자신은 말하기 능력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며 그 이유로는 ㉠에 진술한 바처럼 종결 어
미 사용의 어려움을 꼽았다. 그리고 ㉡을 통해 글쓰기를 할 때는 생각하고 검토할 시간이 
있지만 말하기의 경우 즉각적으로 발화해야 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문장의 앞뒤, 맥락을 
고려하여 종결 어미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또한 어미를 결합할 때는 문장 내에서의 의미와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어미가 존재하
지 않는 중국어와 베트남 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는 바로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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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예는 아래 [사례 다]와 [사례 마]에 나타난 (자료 다-10)과 (자료 마-10)에서 확
인할 수 있다.

표준한국어 1은 초급 학습자 대상으로 만드는 교재입니다.(#자료 다-10)

(자료 다-10)은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사례 마] 발표에서 확인된 예로, 과거를 나타내
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사용되어야 할 자리에 현재를 나타나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을 사용한 오류이다. 이렇듯 어미가 존재하지 않는 중국어 모어 화자가 관형사형 전성 
어미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이것이 또 시제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 ○○대학교에 등록금에 대한 비싸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어- 가장 많습니다(#자료

마-10)

(자료 마-10)은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사례 마]에서 나타났는데, 연결 어미 ‘-여’ 대신
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인 ‘ㄴ’을 잘못 사용한 경우이다. 고립어가 모어인 화자는 종종 ‘대
하다’나 ‘위하다’의 동사에 연결 어미나 전성 어미를 결합할 경우 ‘-에 대하여 V’와 ‘-에 
대한 N’ 그리고 ‘-을/를 위하여 V’와 ‘-을/를 위한 N’처럼 뒤에 술어나 명사가 와야 한다
는 제약이 있으며, 문장 내에서 이들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망각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어미의 세분화된 유형과 기능을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3) 음운 및 음성
학습자의 모어와 한국어는 음운 및 음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어 능력과 관

계없이 발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모어의 간섭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분절음과 
발화 속도가 학습자 모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분절음에서는 모어 외에도 단순
한 말실수, 발음이 정착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 발표 보조 자료의 오타를 그대로 읽는 
경우 등의 원인이 있다. 또 발화 속도 측면에서 휴지와 말더듬68)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68) [사례 다]와의 심층 면담에서 발표 당시 제시한 파워포인트 파일이 수정 전의 것으로 내용

이 달라 당황하여 발표를 잘 못하게 되었다(말을 더듬고, 휴지가 많은 양상)는 진술을 확인

한 바 있다. 이처럼 말더듬이나 휴지의 배경 요인은 후속 연구를 통해 인지적으로 접근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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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모어로 인한 분절음 오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어의 종성에는 /ㄴ/과 /ㅇ
/의 음운적 대립이 존재하지 않고 변이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본어권 학습자는 한국어 
종성에 ‘ㄴ’과 ‘ㅇ’가 오면 발음에 어려움을 겪는다(한재영 외, 2001: 169). 일본어를 모어
로 하는 [사례 가]에서 ‘공립고’를 [곤닙꼬]로 발음한 것이 이러한 예이다. 그러나 [사례 가]
는 총 8회 발화한 ‘공립고’ 중 2회는 올바르게 발음하여 이 발음에 있어서 불완전한 단계
임을 보였다. 이 학습자의 경우 다른 분절음에서 일반적으로 일본어 화자가 보이는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초급 단계부터 중급 단계까지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기는 하였으나 일본에 유학 중인 한국 친구들과 교류나 일본 대학
에 재직 중인 한국인 교수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 과외를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구어 능
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 이로 인해 말하기 능력에 있어서 음운 변별 능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어에는 종성으로 올 수 있는 자음이 /ㄴ/와 /ㅇ/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
습자는 한국어의 7종성을 어려워한다. 한국어 유음 /ㄹ/의 변이음인 설탄음 [r]을 익히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중국어 모음에는 한국어의 /ㅔ/, /ㅐ/, /ㅡ/, /ㅓ/, /ㅕ
/, /ㅛ/, /ㅠ/, /ㅒ/, /ㅙ/, /ㅢ/에 해당하는 음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사례 다]와 [사례 마]는 이러한 영향을 받아 종성 ‘ㄱ’의 폐쇄음을 지속하지 못하고 
개방하여 발음하여 ‘학생’을 [하생]이라고 발음한다. [사례 다]에서는 설탄음 [r]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여 ‘능력’을 [느역]이라고 발음한다. [사례 마]에는 이중모음 ‘ㅛ’와 ‘ㅕ’가 연
속된 ‘요즘 2년 동안’에서 원순성을 약하게 발현시켜 [여즘 이년 동안]으로 들리게 하는 문
제가 있었다.

다음으로 몽골 어는 모음 체계에 한국어 모음 ‘ㅖ’, ‘ㅒ’, ‘ㅞ’, ‘ㅙ’, ‘ㅢ’, ‘ㅡ’가 존재하
지 않는다(Oyungerel, 2012). 몽골 어를 모어로 하는 [사례 라]의 경우 모어에 존재하지 
않는 음가인 ‘ㅖ’, ‘ㅢ’, ‘ㅡ’에서 발음 오류가 나타났다. 학습자의 유창성이나 발음이 우수
한 편이므로 한 차례 실수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옛날’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인
날]로 발음하는 것으로 보아 ‘ㅖ’의 음가를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ㅢ’와 
‘ㅡ’의 경우 발음 오류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어 이는 단순
한 실수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 베트남 어 초성 체계는 한국어의 파찰음 /ㅊ, ㅈ/와 마찰음 /ㅅ/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음에는 한국어 /ㅢ/, /ㅟ/ 발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종성에 [-l]이 오지 못하며 못하기 
때문에 [-l] 대신 [-n]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조명숙, 2006). 이러한 모어 발음의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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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베트남 어 화자인 [사례 나]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잘’을 [차른]으로, ‘위키’를 [귀
키]로, ‘질병’을 [진벙]으로 발음하였다. 

모어는 이처럼 분절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외에도 [사례 마]에서 ‘현상’을 [형상]으로 
발음하고 바로 [현상]으로 정정한 단순한 말실수, [사례 가]에서 ‘공립고’를 [곤닙꼬]와 [공
닙꼬]로 모두 발음하고 [사례 라]에서 ‘그’를 [그]와 [기]로 발음하는 것과 같은 발음의 불완
전한 단계, [사례 마]에서 발표 보조 자료인 파워포인트에 있는 오타인 ‘부당(←부담)’을 
[부당]으로 읽은 경우 등의 원인이 발견되었다. 

발화 속도의 경우 일본어 화자인 [사례 가]와 몽골 어 화자인 [사례 라]가 각각 224.0 
SPM과 262.7 SPM으로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국어와 베트남 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은 170.5~202.9 SPM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의 모어가 한국어의 구조와 형태에 
가까울수록 조음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후 양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가
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어와 동일하게 교착어에 속하는 일본어와 몽골 어를 모어로 
하는 [사례 가]와 [사례 라]는 다른 사례들에 비해 발화 속도가 빠르며 문법적 오류가 적게 
나타난다. 이에 반해 중국어와 베트남 어를 모어로 하는 [사례 나], [사례 다], [사례 마]는 
상대적으로 발화 속도가 느리며 문법적 오류 발생 빈도가 높다. 모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국어의 음가로 인해 구별하여 조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음운이 각 사례별로 한두 개씩 
존재한다. 한국어 교사는 학습자 모어에 대한 지식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지만 한국어와 
모어의 언어적 차이가 유창성과 정확성에 있어서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 언어적 차이로 인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학습자의 경우에 한하여 기능 
훈련을 제공하는데, 이때 기능 훈련은 발화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발화 훈련, 음가 인
식 및 조음 훈련, 문법 항목 연습 등 세부적인 항목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집중적으로 실
시하도록 한다. 

2. 인지적 요인

학문 목적 발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표를 성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학문 
목적 발표를 위한 준비 과정의 성실도가 수행의 우수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나 준비를 충
실하게 할수록 우수한 수행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준비 과정은 발표자가 학문 목적 발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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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 상황들을 수용하고 이를 내적 요소들과 결합하여 발표 내용을 구성하는 정신적 행위
이다. 발표 관련 이론서들69)의 논의를 종합하면 발표 전 단계인 준비 과정은 ‘주제 선정-
목표 설정-청중 분석-자료 수집-내용 조직-발표 보조 자료 작성-(연습)’ 등 학습자가 정보
를 처리하는 과정, 즉 인지70)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절에서는 사례별로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각 단계별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사례별 학문 목적 발표를 위한 준비 과정을 <표 Ⅳ-3>을 바탕
으로 인식 및 이행 수준이 높은 순으로 배열하면, [사례 가]-[사례 라]-[사례 나]-[사례 
다]-[사례 마]이다. 발표 수준이 우수할수록 단계별 이행 수준이 높았으며, 각 단계별로 깊
이 있게 고민한 흔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단계에 대해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다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사례 수준 및 유형 목표 설정 청중 분석 자료 수집 내용 조직 보조 자료

사례 가 우수 수준 ● ▲ ● ● ○
사례 나 내용·표현균등형 보

통
수
준

▲ ▲ ● ▲ ○
사례 다 내용지향형 ▲ × ▲ ● ○
사례 라 표현지향형 ● ● ▲ ▲ ○
사례 마 기초 수준 ▲ × × ▲ ○

<표 Ⅳ-3> 학문 목적 발표를 위한 준비 과정

범례
● 인식하고 이행함  
X 인식이 없으며 이행하지 않음
○ 사용함

▲ 
인식은 있으나 이행하지 않음
이행하였으나 인식이 부족함
인식하고 이행하였으나 미진함

사례별 발표 준비 과정을 살펴보면, [사례 가]의 경우 하위 단계를 모두 이행하였다. 다
만 청중 분석 단계에서는 동료 학습자는 배제한 채 청중의 일부인 교수자만 고려하였다. 
즉 청중 분석 단계를 이행하기는 하였으나 인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미진한 하나의 

69) 김복순(2007), 김영임(2006), 이상철 외(2007), 스프라그·스튜어트(2005), 장혜영(2009)

등의 이론서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70) 발표를 준비하는 중에 결정되는 주제, 목표, 내용은 발표 과제, 청중, 발표자 등 발표 맥락

과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사회·문화적 요인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으며, 발표자의 정

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발표자의 입장에서 선정하고, 설정

하고, 분석하고, 수집하고, 조직하는 행위는 인지적 과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발표

준비 과정을 발표자의 인지적 행위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인지적 요인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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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 단계에서는 이행 수준이 높으므로 학문 목적 발표에서 내
용과 표현적 측면이 우수할 수밖에 없다. 내용적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례 가]와 
[사례 다]가 모두 내용 조직 단계의 인식 정도와 이행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보아 내용 조
직 단계가 학문 목적 발표의 내용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사
례 나]는 목표 설정과 청중 분석 단계에 대해 인식하였으나 이행이 부족하였다.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본인이 필요로 하는 동영상, 사진, 연구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수집하
였는데, 내용 조직 단계에 대해 인식은 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사례 다]는 목
표 설정 단계에서 ‘교재 분석’이라는 과업에 대한 목표는 있으나 전달이나 공유 등 발표에 
대한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 청중 분석 단계는 이행하지 않았으며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신뢰할 자료를 선정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료에만 의존하였
다. 내용 조직 단계는 교재의 순서대로 내용을 조직하려는 원칙을 세운 후 이에 따라 이행
하였다. [사례 라]는 목표 설정과 청중 분석의 단계는 철저히 이행하였으나 자료 수집이나 
내용 조직 단계에서 인식과 이행이 부족하였다. 이는 발표 주제가 다른 발표와는 달리 학
술 논문이나 기사 등의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자아 탐구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
례 마]는 목표 설정 단계에서 청중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발표라는 목표는 간과한 
채 ‘보고서 작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청중 분석 단계는 이행되지 않았으며 자료 수집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족하였다. 내용 조직 단계에서는 큰 문제에서 작은 문제로 내용을 전
개하겠다는 방침이 존재하기는 하나 발표 내용과는 불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사례는 
발표 보조 자료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는데 [사례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워포인트를 사용
하였다. [사례 나]는 사진 자료와 판서를 이용하였다. 다음에서는 주제 선정, 목표 설정, 청
중 분석, 자료 수집, 내용 조직, 보조 자료의 각 하위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주제 선정
학문 목적 발표는 주제 선정 여부에 따라 자유 주제 발표, 지정 주제 발표로 나눌 수 있

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대략적인 주제 범위만 제공된 과제, 수행 방식이 지정된 과제, 주
제 범위와 수행 방식이 지정된 과제, 주제가 지정된 과제 등 변이형이 존재한다. 학부 과
정 한국어 학습자가 주제를 선정할 수 있는 자율성의 정도는 발표 과제 유형에 따라 달라
진다. 

[사례 가]에서 발표자는 사회학과 수업에서 ‘사회 계층과 불평등’과 관련한 주제를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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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 계획을 세워 발표하는 과제를 부여 받았다. 그리하여 ‘일본과 
한국의 사회계층과 교육의 연관성 비교 연구’를 발표 주제로 선정하였다. 

[면담 자료 가-1]
“3학년부터 비교교육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에는 세미나 같은 수업이 있

어요. 보통 대학에는 꼭 있어요. 열 명 정도 교수님이랑 수업을 하는데 전공 교수

님 아니고 같은 대학에 있는 교수님과 세미나를 해요. 신청을 하고 선발도 해요.

그 때도 사교육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면담 자료 가-1]을 통해 발표자가 일본에 있을 때부터 사교육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문제를 주제로 선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구 계획 작
성에 관해서는 이 과목이 2, 3학년 대상 수업이었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연구 방법에 대한 
것은 대부분 알고 있어서 교수자로부터 연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제공받지 않았다. 
과제의 성격은 중간 보고 형식의 형태로 완결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연구 계획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알리는 것이다. 발표자가 선정한 주제와 관련한 연구 계획을 수립
하여 그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과제이므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과제,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연구 절차, 제기된 문제점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 나]는 교양 국어 수업에서 이루어진 발표로 ‘설득적 말하기’가 과제이다. ‘청중을 
고려하여 설득적 말하기를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주제는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었다. 
발표자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광공해를 줄이자’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발표자는 
주제 선정의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면담 자료 나-1]
“제가 광공해를 우연히 봤고 깨달았어요. 어느 날 KBS채널의 한 프로그램을 봤

더니 광공해는 무엇인지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지도 대중 알게 되고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이 이를 처음 듣는 때 광공해는 수많은 조명 빛

나서 에너지 낭비에 대한 문제이라고 판단하기만 해요. 근데 명동, 이태원, 홍대

등의 빚 많은 지역에 자꾸 밤에 갔다왔다 해서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 거 잘 믿

을 수 없기 때문에 광공해 주제로 선택하고 경고하는 뜻 발표하기로 해요.”

발표자는 [면담 자료 나-1]과 같이 우연히 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광공해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일반인들은 광공해가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은 생각하지 못하고 에너지 낭
비에 국한된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광공해가 일으키는 부작용을 주제로 선택하였다. 그러
나 발표자는 교양 국어 수업에서 이 발표를 하기 전, 영어 수업에서 조를 이루어 광공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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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발표를 수행한 적이 있었다. 이번 발표는 그 발표 내용 중 ‘광
공해와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추려 설득적 말하기로 재구성한 것이다. 종합하면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과거에 발표한 경험이 있어서 익숙한 주제를 선정한 것이다. 

[사례 다]는 한국어교육 전공 수업에서 한국어 교재에 적용된 교수법 분석이라는 과제
를 부여받았다. 해당 수업에서 언어 교수법을 배우고 난 후, 이를 실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제이다. 발표자는 분석하고자 하는 교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그 교재에서 
채택하고 있는 언어 교수법 또는 접근법을 발표해야 한다. 또 가능하면 다른 동료 학습자
와 중복되는 교재를 선정하지 않도록 하라는 안내를 교수자로부터 받았다. 발표자는 자신
이 모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할 때 사용했던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면담 자료 다-2]
“배웠던 교재 표준한국어1을 선정을 했어요. 그 내가 초급 선택했어요. ㉠일단은

초급은 쉽고, 내용이 쉽고, 그리고 내가 처음 배운 교재니까 인상이 깊었어요. 그

리고 내가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표준한국어2도 분석하고 싶었

어요. 거기서 문법, 어휘 제일 많이 배워서요. 2가 친구가 미리 정해져가지고 그

래서 제가 1로 한 거예요. 교수님이 최대한 같은 교재는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1을 했어요.

[면담 자료 다-2]를 보면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웠던 교재 중 초급 교재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처럼 처음 배운 교재라 인상이 깊고, 내용이 쉬워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
다. 발표자는 최초에는 ‘표준한국어2’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친구가 이미 선택한 교재라 
중복되는 교재를 선택하지 말라는 교수자의 지시를 따라 분석 대상을 초급 교재로 변경하
였음을 ㉡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례 다]의 발표자는 본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가장 유익
했던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싶었으나, 자신이 속한 학문 담화 공동체의 효율적인 교
수-학습을 위해 동료 학습자와 협의하여 분석 대상을 변경하였다. 

[사례 라]는 조형 디자인 수업에서 이루어진 ‘자기소개’ 발표이다. 주제는 ‘자기소개’라
고 명시되어 있으나 디자인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교수자
의 디자인 철학에서 유래된 과제로 전형적인 자기소개와는 다른 목적을 지닌다. ‘나’의 성
향, 기호, 본질 등을 잘 탐구해 보는 ‘자아 탐구’에 가까운 과제이다. 이미 ‘나’라는 매우 
친숙하며 익숙한 주제가 지정되어 있어 발표자는 주제를 별도로 선정할 필요가 없었다.  

[사례 마]는 교양 한국어 수업에서 부여받은 과제로, 대학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중 세부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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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대학생의 등록금 문제를 세부 주제로 선정한 후 재학 중인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의
견, 등록금 해결 방법, 한 달 생활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등록금의 액수, 등록금 문제 해
결 방법에 대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제 선정의 이
유에 대해서는 ‘등록금은 생활과 관련된 문제라 쉽고, 자주 생각하는 문제여서’라고 답하
였다. 이러한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한 응답은 발표자가 처음부터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추
상적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연구자가 정리하여 되물음으로써 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발표
자는 대학생과 관련된 주제 중에서 평소에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문제를 주제로 선정
하여, 주제 선정에 특별한 노력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을 추론할 수 있었다. 

주제 선정의 자율성을 분석한 결과, 이미 주제가 지정된 [사례 라]를 제외한 나머지 모
든 사례에서는 주제 결정 시 선택권이 주어졌다. 다만 자율성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는
데, 이 중에서 주제 선정에 있어서 자율성이 가장 크게 보장되었던 발표는 [사례 나]이다. 
주제를 전하는 말하기 방식만이 지정되어 있고 주제의 범위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사
례 가], [사례 다], [사례 마]는 주제의 범위와 주제를 다루는 방식이 지정되어 있지만, 그 
경계 내에서 세부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었다. 주제 선정의 자율권이 보장되었기에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는 대부분 자신이 친숙하고 익숙한 주제, 관심이 있는 주제를 선
정하였다. 

2) 목표 설정
목표 설정 단계는 학문 목적 발표의 목적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학문 목적 발표라는 언

어 행위를 매개로 달성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의 표면적 목적은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며, 궁
극적 목적은 지식의 공유와 창출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목적, 궁극적 목적 외에도 발
표 과제에 담긴 교수자의 의도, 발표자가 설정한 발표의 목적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여
기서 발표자가 설정한 발표의 목표는 기실 발표자가 발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숨은 의
도, 심층적 의사소통 목적을 의미한다. 

먼저 각 사례의 목표 설정 단계를 살펴보겠다. [사례 가]와 [사례 라]의 발표자는 발표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이행하였는데, [사례 나]는 청중을 고려한 
설득적 말하기라는 발표의 목표는 인식하고 이해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발표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또 [사례 다]와 [사례 마]는 발표의 목표가 아니라 발표 내용 마련을 위해 해
야 하는 자신의 과업인 보고서 작성, 교재 분석 등을 발표의 목적이라고 잘못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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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상술하면 우선 [사례 가]의 경우, 발표의 궁극적 목적과 표면적인 목적, 그리고 발
표자 개인의 목적 등 여러 층위의 목적이 나타났다. 학문 목적 발표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
식의 공유와 창출의 목적은 기본적인 전제로 지니고 있으며, 발표의 표면적인 목적은 기말 
보고서의 진행 상황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발표자와 교수자의 개인적인 의도, 
즉 심층적 목적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발표 과제를 내 준 교수자의 의도는 ‘발표
자가 발표를 준비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주고, 발표 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제
공하여 향상된 기말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에 있었다. 발표자는 발표의 성격에 대해
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과제로 주어졌으니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수자
로부터 피드백을 얻는 것을 목표로 발표하였다. 

[면담 자료 가–2]
“그 때 그 사회학과 수업에서는 솔직히 다른 사람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신

경을 쓰지 않았어요. (중략) 발표보다 그냥 여태까지 해 온 과정을 교수님께만

보고한다, 간략하게 설명한다는 느낌이었어요. 발표 주제에 대해 선생님이 쓰신

자료들이 있어서 대강의 내용은 선생님을 따랐고 발표의 목적이 ㉠제가 하고 있

는 게 맞는지 선생님께 묻고 싶고, 자료를 더 주십사, 아이디어를 더 주셨으면 좋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했어요.”

[면담 자료 가-2]의 ㉠처럼 발표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은 기말 보고서의 기초가 되는 발
표의 내용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나 아이디어를 교수로부터 더 확
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사례 나]에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학습자 개인별로 설득적 발표 수행의 기회를 갖고, 동
료 학습자의 설득적 발표를 경청함으로써 설득적 담화에서 청중 고려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청중을 고려하는 다양한 방법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발표 과제를 제시하
였다. 그러나 발표자는 이러한 과제의 목적을 파악하지 못한 채 발표의 목표를 ‘설득’이 아
니라 ‘인식과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면담 자료 나-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면담 자료 나–2]
“시민들이 광공해가 쉬운 문제가 아니고 건강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

잘 인식하게 하고 해결 방안도 알려 주려는 목적이에요.”

[면담 자료 나-2]의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발표자는 발표의 목표를 광공해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청중들이 인식하게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두고 있다. 이
는 ‘건강을 위해 과도한 빛 사용을 줄이자’ 라는 설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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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목표로 하는 발표이다. 
[사례 다] 역시 궁극적으로는 학문 목적 발표의 최종 목적인 지식과 정보의 공유 및 창

출을 지향하고 있다. 발표 과제는 한국어 교재를 자유롭게 한 권 골라 해당 교재에 반영된 
언어교수법을 분석하여 발표함으로써 학습한 내용을 실제에 잘 적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
하고 이를 발표를 통해 동료 학습자들과 나누도록 하는 것으로, 발표의 표면적 목적은 교
재 분석의 내용을 잘 전달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습한 내용을 잘 적
용하여 교재를 분석하는 과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이는 동료 학습자들이 발표자의 발표를 
능동적으로 듣고 평가하도록 한 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수자는 평소에 학생들에게 
발표 시 중요한 요소로 ‘내용 전문성, 전달력, 내용 구성, 비언어’를 강조한 바 있으며 이
를 발표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발표의 내용과 발표 수행의 수준을 동시에 평가하고 
있으므로 교재 분석과 발표 수행을 모두 발표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
나 [면담 자료 다-3]처럼 발표자는 ‘전달’보다는 ‘분석’에 목표를 두고 있다. 

[면담 자료 다-3]
“㉠배웠던 교재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교재에 있는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기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없었었고 교재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 하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배우는 시각이었는데 이번에는 분석하는 시각이니까. 잘 전달하는 거까

지는 아니고 잘 분석해보자. 여기까지.”

[면담 자료 다-3]의 ㉠처럼 예전에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보았던 교재를 다른 시각에
서 분석한다는 점에 흥미를 느끼고, 교재의 ‘분석’ 과업 자체에 열중하고 있다. 

[사례 라]에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신상 정보 수준의 소개가 아니라 자신의 취향, 적성, 
관심사 등을 깊이 탐구함으로써 자신을 잘 이해하여야 좋은 디자인이 나온다고 발표 과제
의 의도를 밝힌 바 있다. 발표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료 학습자들의 발표를 통해 지식을 공
유하고 창출하는 것이며, 표면적인 목적은 자신을 탐색한 결과를 청중에게 설명하는 것이
다. 그러나 [사례 라]의 발표자는 이 발표를 통해 이루고 싶은 개별적인 발표 목표, 심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단순히 자신을 탐색하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 유학생으로서의 어려움도 알리고 자신의 언어 습관에 대한 변
론도 하여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발표의 목표였다. 이러한 개인적인 발표
의 목표가 발표 과제와 부합하는지,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지,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발표자는 교수와의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 확인하였
다. 교수자도 이러한 발표자의 개인적 목표에 동의하였으며 발표자는 교수자의 허락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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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 자신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동료 학습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덧붙여 
발표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면담 자료 라-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면담 자료 라-1]
“저는 일주일정도 고민하고 다녔어요. 애들하고 똑같이 대충할거야. 아니면 불편

한 것도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 애들하고 교수하고 받아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생

각하고. 그래서 교수한테 찾아가서 외국인학생들한테 불편한 점도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학생들이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셔

서 그래도 너무 하면 안 될 거 같아서 유학생활의 장점이 뭔지 ,힘든 점이 뭔지,

다 넣으려고 노력했어요.”

발표 이후 교수자는 발표자가 발표 과제의 목적 중 하나인 자신과 타인의 차이 인식하
기를 잘 해냈다고 칭찬하였다. 또한 동료 학습자들 서너 명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발표자는 이들과 교우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발표 목표가 달성되었다. 

[사례 마]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역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창출하는 것이고, 발표의 표면적 목적은 자
신이 설문 조사한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문 조사를 위한 주제 선정, 결과 분석, 이를 정리한 보고서와 발표 보조 자료 작성의 과
업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 과제의 의도는 설문 조사, 보고서 작성, 발표를 통해 학습자들
의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례 마]의 발표자가 이러한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면담 자료 마-1]을 통해 볼 수 있다. 

[면담 자료 마-1]
피71):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요. 보고서를 쓰려고

발표했어요.

연: 그런데 발표는 쓰기가 아니라 말하기이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목적에 대해서

는 생각해 보았나요?

피: 없어요.

[면담 자료 마-1]을 통해 발표자는 발표의 목표로 ‘보고서 작성’을 설정하고 있으며 발
표 자체가 갖는 구어 전달의 중요성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
고서 작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달의 측면, 내용의 일관성 등의 중요성에 대해

71) ‘피’는 피면담자를, ‘연’은 연구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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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면담 자료 마-2]를 통해 알 수 있다.

[면담 자료 마-2]
연: 몸짓, 목소리 등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피: ㉠그냥 점수만 생각했어요.

연: 그럼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점에 신경 써야 해요?

피: 발표하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생각 없어요.

연: 내용이라고 하면 ooo 씨가 생각하는 것은?

피: ㉡발표 내용이 아니라 보고서 내용이요.

연: 보고서 내용을 잘 전달하려면 발표를 잘 해야 하잖아요?

피: 아~ 그건 생각 안 했고, 보고서를 잘 쓰려고만 했어요. (중략)

㉢문법이나 어휘 틀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데요?

연: 그런데 ㉣내용의 논리나 일관성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피: ㉤이거는 생각이 없어요.

[면담 자료 마-2]의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발표자는 ‘보고서 작성’ 외에 ‘좋은 학점 
받기’를 부가적인 목표로 두고 있다. 좋은 학점을 얻기 위한 요건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꼽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이 중요하다는 응답과는 달리 ㉣, ㉤처럼 내용의 논리성이
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반되는 대답을 하고 있으며, ㉢처럼 문법
과 어휘의 정확한 사용에만 주목하고 있다. 즉 문법과 어휘의 정확한 사용 외 내용의 통일
성, 발화의 유창성과 같은 발표 내용의 구성 및 전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학문 목적 발표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식의 공유
와 창출은 기본적인 전제이다. 그러나 표면적 목적과 심층적 목적(개인적 발표 목표)의 인
식과 설정에 있어서는 사례마다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발표의 표면적 목적에 있어서는 지
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과제가 있는가 하면, 설문 조사, 보고서 작성, 교
재 분석 등의 과업을 하위 목적으로 포함하는 과제가 있었다. 하위 과업이 있는 경우 학습
자에 따라 발표의 ‘전달’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과업에만 집
중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드물게 [사례 라]처럼 발표의 ‘전달’적인 측면에 주목하
여 스스로 새로운 심층적 목적, 즉 개인적 발표 목표를 명시적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확인
되었다. 그는 자의적으로 과제를 해석하고 심층적 목적을 설정할 수도 있었으나 교수자와
의 면담을 통해 공동의 의사소통 목적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외국인 대학생이 학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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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의 심층적 목적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학문 담화 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달라진
다. 

3) 청중 분석
청중 분석 단계에서는 학문 담화 공동체로서의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를 파악하고 이를 

발표에 반영해야 한다. 학문 목적 발표의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는 크게 발표자와 청중으로 
구성되며, 청중은 권위와 지식을 갖춘 교수자와 상대적으로 권위와 지식이 부족한 동료 학
습자로 이루어진다. 대화 참여자의 국적에 따라 외국인, 한국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또
한 교과목에 대한 전문성에 따라 교양, 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타전공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각 사례마다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대화 참여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사례 라]의 경우 사적이며 민감한 이야기이므로 청중의 거부감을 유발하지 않
게 청중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 [사례 가]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일부인 교수자만을 청중으
로 인식하고 발표를 준비하였으며 [사례 나]는 청중을 고려한 설득적 말하기인데 다양한 
청중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주제에 대한 청중의 친숙도나 이해도만을 고려하였다. [사례 
다]와 [사례 마]에서는 청중 고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사례 가]가 대면하고 있는 청중은 전공이나 복수 전공으로 교과목을 이수하는 외국인
(5명)과 한국인(15명)의 동료 학습자와 교수자이다. 그러나 발표자가 인식하고 있는 청중
은 청중의 일부분인 교수자에 제한되어 있음을 [면담 자료 가-3]을 통해 알 수 있다. 

[면담 자료 가–3] 
“모든 학생이 청중이 아니라 선생님을 보면서 발표했어요. 다른 학생들 발표를 듣

지도 않고 아예 다른 과제를 하거나 질문도 거의 안 했어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경우에만 학생들이 질문하기는 했지만 열심히 듣거나 공유하는 목적은 없었

던 거 같아요. 아 저런 주제도 있구나 정도에 대한 인식들만 갖고 연구 방법에

대한 깊은 이해는 하지 않았어요.”

[면담 자료 가-3]을 통해 해당 수업에서는 모든 발표자가 교수자만을 청중으로 인식하
고 발표하였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비단 [사례 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동료 학
습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교수자로부터 자신의 발표 내용에 대한 피드
백을 얻기 위한 개인적 목적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학문 담화 공동체와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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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가]의 발표자를 한 학기 후에 다시 면담하였는데, 타교과목에서 학문 목적 발표의 
의사소통 목적이나 대화 참여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아래 [면담 자료 가
-4]와 같이 밝혔다.

[면담 자료 가-4]
“○○○○학 수업에서는 ㉠학습공동체에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만 가지고 발표하라

고 하셨어요. 시간도 10분으로 제한하셨어요.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는 거 아니

고 요점만 말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주제든 상관 없지만 ‘낯선 대상은 친숙하게

보고, 친숙한 것은 낯설게 보는 인류학적 눈’을 교육적으로 보라고 주문하셨어요.

OOO학과 2학년 전공 수업인데 막상 학생들은 3학년, 4학년, 대학원생들도 있어

요.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을 느껴서 열정을 느껴요.(중략) ㉢선생님도 제

주제에 같이 고민도 해주시고. 그 수업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중략) ㉣이 수업

을 통해 발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면담 자료 가-4]의 ㉠에 진술된 바처럼 학문 공동체에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
로 발표 내용을 구성할 것과 학우들이라는 청중과 소통할 것을 교수자로부터 요구받았다. 
학문 공동체와의 소통을 염두에 둔 학문 목적 발표를 통해 ㉡과 ㉢처럼 학문 공동체를 구
성하는 동료 학습자, 교수자와의 공유를 통한 열정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 덕분에 학습
자는 학문 목적 발표의 목적과 대화 참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게 되었다. 

[사례 나]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외국인 2명과 한국인 20여 명의 동료 학습자와 교수자
로 구성된 교양 수업이었다. [면담 자료 나-3]을 통해 발표자가 청중에 대해 고려하고 있
으나 이것이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면담 자료 나-3]
“청중이 이 문제에 대해 잘 습득하게 할 건지 그런 고민이었고 또한 지난 번 달리

흥미로운 발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생각했어요. (중략) 광공해가 어려운

문제이며 ㉠아마 처음 드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중은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그런 고민이에요.”

[면담 자료 나-3]의 ㉠을 보면 청중에게 광공해라는 주제가 생소할 것이라고 보고 청중
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발표를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실재하는 청중의 구체적인 구
성이나 성향 등을 분석하지 않고 주제의 난이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다]는 복수전공과 부전공으로 수강하는 학생을 포함하여 학습자는 40여 명 정도
였으며 외국인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확인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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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발표자는 발표의 목적을 ‘교재 분석’에만 두고 있으므로 [면담 자료 다-4]와 같이 
청중에 대해 특별히 고민하지 않았다. 

[면담 자료 다-4]
피: ㉠외국인이기 때문에 발표 전에 발음 연습을 많이 했어요. 청중은 고려 안

하고.

연: 발음 연습은 왜 많이 했어요?

피: 잘 준비했는데 발음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낮은 점

수나 안 좋은 인상을 받으면 억울하니까요. 못하는 발음이 있고, 연습해도

긴장하면 틀리는 발음이 있어서요. 니은과 이응 받침, 여유요 그런 이중 모

음이요. 긴장하면. 속도 빠르면, 틀리는 확률이 높아져요.

[면담 자료 다-4]의 ㉠에서 밝힌 것처럼 발표자는 청중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이 
외국인이므로 발음에 자신이 없어 사전에 연습하였다고 한다. 또 ㉡처럼 점수가 낮게 나오
거나 청중에게 안 좋은 인상을 남기지 않으려고 발음 연습을 하였다. 그런데 이 발표자의 
경우 청중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면담 자료 다-5]와 같이 청중이 한국
인인가, 외국인가에 따라 발표에 대한 긴장이나 준비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면담 자료 다-5]
피: ㉠거기 듣는 사람 외국인이니까 긴장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도 한국어를 가

르치는 분이니까 외국인이 틀리는 거 이해해주시니까 발표에 대해 부담 없

이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때는 한국어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발표했어

요. 그 때 발표 잘했다고 칭찬 많이 받았는데 ㉡전공 수업은 다르니까요. 듣

는 대상도 다 한국 학생이니까 긴장했고, 한국 학생하고 비교하면 못하잖아

요.

연: 한국학생이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피: 나보다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고,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내가 이 수준이면

외국인 중에서는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긴장 안 해요. 한국 학생들은

일단 발음부터 나보다 낫고, 내가 말하다가 문법이나 어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 두려움이 있어요.

㉠처럼 외국인 전용 강좌에서는 발표에 대한 부담 없이 잘 말할 수 있는데, 한국인과 
함께 수강하는 강좌에서는 모어 화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국어 능력
으로 인해 두려움을 지니고 있음이 ㉡을 통해 나타났다. 이 두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지는 못하나 모어 화자인 청중, 그리고 발표할 때 모어 화자와 자신의 차이점에 대해 인
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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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라]는 30여 명의 한국인 대학생과 외국인 1명(연구 참여자)으로 구성된 전공 수업
이다. 발표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소개 발표에 유학 생활의 어려움을 알리고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개인적 메시지를 내용에 추가하였다. 발표자는 자신을 학문 담화 공
동체 외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이 [면담 자료 라-2]를 통해 드러난다. 

[면담 자료 라-2]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그

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

리면 애들이 싫어할까봐 고민도 하다가, 이것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하기로 했어

요.”

[면담 자료 라-2]에 진술한 바와 같이 청중과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배경을 지니기 때문
에 느끼는, 외국인(몽골 인)으로서 한국 생활과 한국 사람에 대한 불편한 경험을 털어놓음
으로써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를 포괄하는 청중이 자신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심
각하게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학문 목적 발표에 참여하는 구성원인 교수자와의 면
담을 통해 발표의 심층적 목적에 대해 허가를 구하고, 청중(동료 학습자와 교수자)이 수용
할 수 있는 범위의 내용을 고민한 것으로 보아 실재하는 청중을 인식하고 청중을 고려하여 
발표 내용을 구성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사례 마]는 교수자를 제외한 청중이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용 강좌이다. 보고서 작성
이 발표의 목표라고 대답할 정도로 발표의 전달적인 측면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발표 장면
에서 마주하게 될 청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는 [면담 자료 마-3]에서 확인할 수 있
다.

[면담 자료 마-3]
연: 청중, 앉아서 듣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나요?

피: ㉠없어요. 너무 긴장해서요.

연: 청중이 발표를 잘 들으려면,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나요?

피: ㉡제가 사용하는 단어가 너무 쉬워요. 제가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

할 수 있어요. 쉬운 단어를 썼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빨리 말하

고 싶었어요.

[면담 자료 마-3]을 보면 대면하고 있는 청중과 학문 담화 공동체에 대한 고찰 없이 ㉠
과 같이 자신의 긴장감, ㉡과 같이 자신이 사용하는 어휘 및 표현의 용이함 등을 예로 들
며 자신의 발표는 모두 이해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또한 ㉢과 같이 발표를 단지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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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끝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여, 진정한 의미의 학문 목적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 
발표자의 일방적인 발화에 그치고 말았다. 

청중의 일부인 교수자는 지식과 권위에서 우위를 차지하므로 발표 중간에 개입하는 양
상이 [사례 다]와 사례로 선정되지 않은 6개 담화 자료에서 관찰되었다. 발표 내용을 명료
화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 개입하거나, 발표 시간을 조정하고 발표자의 긴장
을 풀어 주기 위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며 명료한 전달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 달라는 요구
를 하는 등 교수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나타났다. 아래 [면담 자료 다-6]은 교수자의 개입
으로 일어난, 발표자와 교수자 간 상호작용의 예이다.  

[면담 자료 다–6]
교수: 49. 저거는요 [질문 시작 알림]

학생: 50. 네 [질문에 대해 인식했음을 알림]

교수: 51. 사진을 찍은 거예요? 52. 겹쳐서요? [내용 확인 질문]

학생: 53. 네(3초) [질문에 대한 대답]

교수: 54. 여러분은 알고 나만 몰랐어요? [학습자들의 발표 내용 이해도 확인]

청중: <웃음> 56. 네 [청중 대답]

[사례 다]에 나타난 [면담 자료 다-6]은 발표 내용을 명료화하고 청중들의 내용 이해를 
확인하려는 교수자의 의도로부터 발생한 대화이다. 교수자는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가 시
각적으로 불분명하여 사진을 겹쳐 놓은 것인지 질문하고, 발표자가 무안하지 않도록 발표 
보조 자료의 문제가 아니라 교수자 자신의 이해 부족이 원인인 것처럼 마무리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문 목적 발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발표자의 인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중의 일부인 교수자만을 실제 청중으로 인식하는 경우,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를 청중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수용 가능한 내용이 무엇인지 고민하
는 경우, 청중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경우, 청중이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에 따라 발표 준
비와 긴장의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 등이 있다. 학문 목적 발표에서 발표자로서의 역할이 
학문 담화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발표를 수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
물었다. 청중에 대해서도 발표를 경청하는 다수의 대상이라는 일반적인 의미 정도로 이해
하고 있으며 함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창출하는 공동체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수업에서 특별한 발표 경험을 통해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
을 깨우친 [사례 가]의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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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 내용 조직을 위해 자

료를 취사선택한다. 자료 수집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 경로와 방법을 잘 파
악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에서 사례별 자료 수집 양상을 살펴보겠다.

[사례 가]는 한국과 일본의 교육비를 비교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하
였다. 그러나 발표자가 직접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 한, 수집한 통계 자료는 설계된 틀 안
에서 구성된 내용이므로 발표자가 원하는 적확한 자료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 자료 가-5]와 같이 교수자의 조언이 유용했다고 한다.

[면담 자료 가-5]
“㉠자료 수집이나 내용 결정은 일본 대학에서 세미나 수업을 통해 좀 익혔어요.

세미나 지도교수님도 중요한데 저희 교수님은 발표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

서 발표 준비와 발표를 많이 했고,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통해 아이디어, 뭐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중략) ㉡통계사이트 알려 주셔서 자료 찾고 논

문도 찾고 방법도 알려주셔서 그걸로 했어요. 사회학과 수업을 처음 들었고 통계

자료를 봐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어려웠지만 괜

찮았던 건가?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그냥 자기 식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

분만 봤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나아진다는 느낌보다 내가 뭘 하고 싶은 건가

그러면서 피피티를 만들고 내용을 만들었어요. 주제가 좀 달랐다면 발표 방법이

달랐을 텐데…. 대신에 고민을 많이 해서 최종보고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괜

찮아요.”

 ㉠처럼 자료 수집의 방법은 이미 일본에서 익힌 바 있으나, ㉡처럼 교수자가 필요한 
자료의 정확한 경로인 통계 사이트를 알려 주었기 때문에 자료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발표 수준이 우수하며 자료 수집 방법을 자국에서 이미 익힌 학습자의 경우에도 한
국의 학문 목적 발표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
에 대해 교수자의 적절한 조언이 필요하다. 

[사례 나]의 발표자는 광공해라는 주제를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접했었기에 [면담 자
료 나-4]와 같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다른 매체로 확장해 가며 자료를 수집하였다. 발
표자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과 서적에서 찾았다. 

[면담 자료 나-4]
“인터넷, 책, 봤던 TV 프로그램 다시 찾아 연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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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다]의 발표자는 이 발표를 위해 한국어 교재와 교수법을 설명한 수업 교재를 자료
로 삼아 교재 분석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여, 보충이나 심화를 위해 다른 자료는 찾지 않았
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국어와 모어로 정보를 수집할 때의 차이를 [면담 자료 다-7]과 같
이 진술하였다. 

[면담 자료 다-7]
“중국어로 하면 자료도 더 많이 찾을 수 있고 필요 없는 부분도 생략할 수 있고”

[면담 자료 다-7]은 발표자의 모어로 자료를 수집하면 좀 더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반면, 한국어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수집할 때는 양이나 속도의 면에서 현저히 떨어지며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걸러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사례 라]의 발표자는 자료 수집의 방법에 대해서 [면담 자료 라-3]과 같이 자신을 소개
하는 발표이므로 현재 보유 중인 사진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성격에 대한 부분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하였고 그 외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인터넷을 검색
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한다. 

[면담 자료 라-3]
“자료가 있어야 하니까 친한 선생님한테 카톡을 보내서 저는 누군지 선생님 생각

은 뭐예요 물어보고 받은 걸 넣고, 한국인 친구, 외국인 친구 한 명한테 물어봐서

친구들이 카톡이나 메일로 답한 걸 피피티에 넣었어요. 사진 자료는 취미에 대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모두 다 넣은 거예요. 블랙 스완 이미지는 인터넷

에 찾은 거고 그거 빼고는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사례 라] 발표자는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소망을 [면담 자료 라
-4]와 같이 밝힌 바 있다. 

[면담 자료 라-4]
“여기서는 뭔가 자료를 잘 찾았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고. 발표를 할 때는 애들

도 관심을 안 가져주고 발음을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창피할

것 같아서 계속 걱정이 되어서 못하는 거 잘 안 쓰려고 해요. 계속 걱정만 돼요.

몽골 어로 할 때는 자료도 잘 찾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다 확실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게 돼요.”

밑줄 친 부분에 진술된 것처럼 발표자의 모어인 몽골 어로 자료를 찾을 때는 수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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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고 자신이 찾은 자료를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로 자료를 찾으면 자기가 
접근한 방법이 적절한지, 수집한 자료가 학문 목적 발표 과제에 적합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자료 수집 경로, 방법, 자료 선정 방법 등에 대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마]의 발표자는 자료 수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아 자료 수집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면담 자료 마-4]와 같이 피상적인 답변을 하였다.  

[면담 자료 마-4]
연: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였나요? 이런 문제와 관련한 신문 기사나 다른 자료를

찾았나요?

피: 아니, ㉠없을 것 같아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이 학습자의 경우 설문 조사 항목을 ㉡과 같이 자신의 생각으로 구성해냈다고 한다. 특
별히 다른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는 ㉠과 같은 견해를 보인다. 설문 조사라고 해도 발
표를 위해서는 도입부나 종결부에 대학교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과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
를 제시하며 설문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본인이 조사한 설문 조사 결과와 수집한 
자료에 나타난 등록금 문제에 대한 사실들을 비교·대조하였다면 내용이 더욱 풍부해졌을 
것이다. 

또 발표 주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자료 수집에 품이 많이 드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우로 나눌 수 있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는 [사례 가], [사례 
나]의 경우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었다. [사례 다]는 이미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재를 분석하는 과제이며, [사례 라]는 자신에 대해 탐색하는 과
제이므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적다. 또 [사례 마]는 설문 조사 과제로 발표의 도입부나 
종결부, 설문 조사 문항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수집하여 참고하였다면 더욱 풍부하
고 논리적으로 내용을 조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학문 목적 발표에서 
자료 수집의 필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 다]와 [사례 라]는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료 수집 방법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피력하였다. 이에 
반해 자료 수집이 필요했던 [사례 마]는 자료 수집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
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대학생이 학문 목적 발표에서 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자료 수집의 방법을 익히고, 필요한 내용을 선정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례 가]에서 우수한 발표자의 경우에도 교수자의 자료 수집 경로 안내가 큰 
도움이 되었듯이, 교수자는 발표 과제를 안내할 때 자료 수집 경로, 자료 수집 방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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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학습자에게 조언할 필요가 있다. 

5) 내용 조직
내용 조직 단계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내용 조직은 발

표 내용의 통일성과 직결되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단계이다. 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가]는 일반적인 연구 계획서 작성의 순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였기에 학문 목적 
발표의 내용 전개에서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사례 가]는 연구 계획서의 구성 요소, 
작성 순서 등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연구 계획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틀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 계획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라면 내용 조직에 앞서 이러한 틀을 익혀야 한다. 

[사례 나]는 자신이 이미 익숙한 주제인 ‘광공해’를 청중의 관심도와 이해도 그리고 발
표 시간을 고려해 ‘건강’의 문제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면담 자료 나-5]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였다.

[면담 자료 나-5] 
“광공해가 영향을 미치는 여러 측면 있지만 ㉠담화 시간제한에 따라 건강의 문제

만 선택했어요. 찾아내는 자료는 일반적으로 두 문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남성

및 여성 질환과 정신 질환이었어요. 담화 시 ㉢먼저 광공해의 정의를 살펴본 후,

건강의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결정했어요.”

[면담 자료 나-5]의 ㉠처럼 발표 시간을 고려하여 광공해와 관련된 건강 문제 중에 자
신이 찾은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남성 질환과 여성 질환, 정신 질환으로 발표의 전개부
를 구성하였다. 또, 발표 시간을 고려하여 수집한 동영상 자료는 내용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질환을 설명하기에 앞서 ㉢처럼 광공해의 정의로부터 논의를 시작하
도록 내용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례 나]의 내용 조직은 여러 측면에 문제가 있다. 첫째, 
이러한 내용 조직은 주장과 근거라는 설득적 요소로 구성되었다기보다 광공해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나열하는 설명적 요소가 두드러진 내용 조직
의 형태이다. 둘째, 건강에만 초점을 두고 남성·여성·정신 질환으로 나누어 조직하고 배열
하였다고 답하였으나 Ⅲ장 1절 담화 층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발표 담화에서는 이러한 
내용 구조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발표자가 세운 기준에 따른 내용 구조가 발표에 잘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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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줄 필요가 있다. 
[사례 다]의 발표자는 내용 조직 단계에서는 분석 대상인 한국어 교재의 순서를 중심으

로 내용을 배열하였다고 [면담 자료 다-8]에서 말하였다. 

[면담 자료 다-8]
“표준한국어 순서에 따라서 순서대로 했어요. ㉠전체 교재 소개, ㉡각 부분을 소

개하고 ㉢그에 따른 교수법을 차례대로 소개했어요. 전체 모습을 보여 주고 교재

순서대로 차례차례 보여준 거예요.”

[면담 자료 다-8]에서 보듯이 교재 전체를 개괄한 후, 교재 순서대로 내용을 전개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개괄, ㉡부분 소개, ㉢각 부분에 적용된 교수법 분석의 순서로 구
성된다.

[사례 라]의 발표자는 [면담 자료 라-5]처럼 넣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았으나, 발표 시
간과 청중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간 순서에 따라 핵심적인 내용만 추렸다고 한다. 

[면담 자료 라-5]
연: 발표할 세부 내용은 어떻게 결정하였나요?

피: 넣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다 넣으면 안 되니까 ㉠시간 순서대로 내

용을 골랐어요. (중략)

연: 뒤에 가면 취미부터는 나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건 어떻게 배열했어요?

피: 뭐지? 대학 입학 이후 나에 대해 보여주려고 취미를 넣었어요.

연: 그 뒤에 꿈, 나의 모습, 앞으로의 나, 내가 아는 나, 남들이 보는 나의 순으

로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들은 어떻게 고르게 되었어요? 음식, 여행, 이상

형 등 다양한 걸 넣을 수 있는데 현재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넣은 이유는 뭐

예요?

피: ㉡애기일 때부터 꾼 꿈이 아니라 확실하게 어른이 된 이후의 꿈을 보여 주는

거고, 마지막에 내가 보는 나와 남들이 보는 나를 설명해서 나를 잘 보여주

고 싶어서요. 친구들에게 나를 더 자세히 알리고 싶어서요.

[사례 라]의 발표자는 전반부에서 ㉠처럼 시간 순서에 따라 성장 과정을 설명한다. 그러
나 그 이후 ‘취미’ 관련 내용부터는 ‘꿈’, ‘나의 모습’, ‘앞으로의 나’, ‘내가 아는 나’, ‘남들
이 보는 나’가 연결되어 특별한 기준이 없이 나열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발표자는 ㉡처럼 
자신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한 순서로 내용을 조직하였다고 한다. 
발표자는 미래 시점과 현재 시점이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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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마]의 발표자는 신문 기사나 다른 자료를 찾지 않고 본인의 생각으로만 설문 문항
을 작성하였는데 자주 생각하는 문제 중심으로 선정하였다고 한다. [면담 자료 마-5]를 통
해 [사례 마]의 내용 조직 방식에 대해 알 수 있다. 

[면담 자료 마-5]
연: 발표할 세부 내용은 어떻게 결정하였나요? 아래 1번부터 5번까지 질문은 어

떻게 생각해냈어요?

피: 첫 번째 문제는 당연히 등록금은 싸면 좋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교 등록금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해서 물었

어요. 다음 문제는 한국의 교육 정책이, 저는 이해가 좀 어려워요. 아, 이거

해결 방법은 저는 당연히 부모님한테 돈을 달라고 해요.

연: 아니, 이 물어보고 싶은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 질

문을 만들었어요?

피: ㉠이런 문제는 제가 자주 생각하는 문제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싶었

어요.

연: 발표할 내용을 어떤 순서에 따라, 무엇을 기준으로 배열했나요? 1번부터 5번

까지 순서를 배열한 이유나 원리, 기준이 있었나요?

피: ㉡처음부터 제일 큰 문제부터 작은 문제로 했어요.

[면담 자료 마-5]의 ㉠은 다섯 개의 주요한 설문 문항이 선정된 이유가 단순히 발표자 
자신이 자주 생각하는 문제였기 때문임을 나타낸다. 발표 내용을 배열하는 순서나 기준에 
대해서는 ㉡처럼 큰 문제에서 작은 문제로 배열하였다고 답한다. 이러한 답변은 마치 각 
문항들이 전체 주제로 수렴되어가는 구조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 [사례 
마]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을 자의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늘어놓는 형태의 내용 조직
을 띠고 있다.  

요컨대, 내용 조직 단계에서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마다 내용 조직 및 배열의 기준
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례 가]는 전형적인 연구 계획서의 순서, [사례 다]는 분석 교재의 
순서, [사례 라]는 시간 순서, [사례 마]는 큰 문제에서 작은 문제의 순서였다. [사례 나]는 
광공해가 가져오는 질환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들을 범주화한 뒤, 그에 따라 내용
을 조직하였다. 모든 사례에 내용 조직의 기준이 있으나 [사례 라]와 [사례 마]의 경우 부
분적으로 내용 조직의 일관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기본적으로 내용 조직의 다양한 기준과 원리를 가르친 후, 이를 학습자가 선정한 주제와 
수집한 자료에 적용하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사례 나]에서 드러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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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내용 조직의 기준을 수립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6) 보조 자료
발표 과제에 따라 발표 보조 자료 유형이 지정되기도 한다. [사례 가], [사례 라], [사례 

마]는 발표 보조 자료로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것이 발표 지침이었다. [사례 나]는 교수자가 
발표 보조 자료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발표자가 판서와 사진을 준비하였다. 
[사례 다]는 교수자가 발표 보조 자료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발표는 파워포인
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선입견으로 인해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였다. 학문 목적 발
표에서 발표 보조 자료는 대체적으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나 경우에 따라서 판서, 사진, 
동영상, 실물, 프레지 등 다양한 형태의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사례 가]에서 발표자는 파워포인트 작성법을 영어 수업에서 익힌 바 있기 때문에 간략
하고 명료하게 내용을 담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이 발표에서는 교수자에게 
내용을 잘 전달하고 피드백을 많이 얻고 싶어서 중요한 내용을 다 담았다고 한다. 발표자 
본인은 슬라이드에 담은 정보가 많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아래 [그림 Ⅳ-1]은 [사례 가]가 
사용한 발표 보조 자료 중 일부로, 슬라이드에 담은 내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인상은 들지 
않는다. [사례 가]의 발표자가 스스로 세운 발표 보조 자료 작성의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Ⅳ-1] [사례 가]의 발표 보조 자료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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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례 가]의 발표자는 일본에서 발표해 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작성의 
경험도 풍부하고, 발표자 나름대로의 파워포인트 작성 전략이 있는 것으로 [면담 자료 가
-6]에서 확인되었다. 

[면담 자료 가-6]
“저는 일단 노트에 사각형 슬라이드를 그려요. 그리고 그 안에 너무 많으면 지루

해지니까 10분이면 8-9개 슬라이드, 사진 같은 거, 충격을 받은 풍경, 사진, 중

요한 키워드 몇 개를 넣어요.”

[면담 자료 가-6]에서 보듯이 [사례 가]는 컴퓨터 작업 전에 미리 슬라이드에 어떤 내용
을 담을 것인지, 몇 장의 슬라이드로 만들 것인지 등을 종이에 구상해 보고, 이를 컴퓨터 
파일로 옮기는 나름의 전략을 가지고 있다. [사례 가]는 풍부한 파워포인트 작성 경험과 전
략으로 인해 발표 보조 자료 작성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있다. 

[사례 나]는 발표 도입부에서 판서로 발표 담화의 전체 구조를 제시하였으며, 청중들이 
광공해의 문제를 인식하도록 위성 사진 자료를 [그림 Ⅳ-2]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리고 발
표 보조 자료 제시의 이유에 대해 [면담 자료 나-6]72)과 같이 설명한다.

         광공해

연세대
Paolo Israel

편두통

사진 자료 판서

[그림 Ⅳ-2] [사례 나]의 발표 보조 자료 중 일부

72) 학습자가 한국에서 과정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이루어진 면담 내용으로 이메일

을 통해 질문과 응답을 주고 받았다. 이와 같이 추가 면담이 필요할 경우 이메일, 전화,

SNS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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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자료 나-6]
“㉠발표에 말만 한다면 설득 가능성 좀 낮다고 생각해서 이번은 광공해와 관련된

사진이 더 추가됩니다. (중략) 저도 외국인이고 칠문 받은 때 ㉡한국인처럼 잘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서요. 그래서 꼭 사진 필요해요. (중략) 발표할 때 ㉢판서하

는 거 청중은 쉽게 이해하도록 해요. 그렇다면 청중은 발표하는 거 몇 가지인지,

어떤 순서로 자료를 구성한지, 주제와 맞춰 얘기한지 잘 이해하게 돼요.”

[면담 자료 나-6]을 통해 사진을 사용한 이유는 ㉠설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인
처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판서를 한 이유는 ㉢청중이 전체 내용 구성을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한다. ㉡, ㉢은 타당한 설명이나 ㉠처럼 설득을 위해 말보
다 시각적 자료가 효과가 있다는 발표자의 생각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여기에서 사용
된 사진은 한반도의 위성 사진으로 남한과 북한의 불빛을 비교하며 광공해에 대한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장치이다. ‘과도한 빛 사용을 자제하자.’라는 설득적 메시지를 담은 사진
이 아니라서 설득에 대해 직접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이다. 

[사례 다]의 경우 발표 보조 자료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였는데 글자는 큼직하여 잘 보
이나 이미지와 글자를 겹치게 한다거나, 사진과 사진을 겹치는 등의 슬라이드 구성으로 인
해 가시성(visuality)이 떨어진다. 이는 [그림 Ⅳ-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슬라이드 2장 슬라이드 8장

[그림 Ⅳ-3] [사례 다]의 발표 보조 자료 중 일부

왼편의 슬라이드 2장은 교재 이미지와 글자가 겹쳐서 글이 잘 보이지 않으며, 오른편의 
슬라이드 8장은 사진을 두 장 겹쳐 놓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전술
한 바와 같이 교수자가 발표에 개입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이다. [면담 자료 다-9]를 
통해 [사례 다]의 발표 보조 자료 작성에 대한 의견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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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자료 다-9]
면: 피피티 잘 만들고 싶었는데 잘 못했어요.

연: 왜 스스로 못했다고 생각하고, 잘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피: 피피티 잘 만드는 사람 봤는데 와~ 저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기술적

인 면하고 긴 문장 말고 단축해서 요약해서 하는 표현

연: 기술적인 것은 왜 하고 싶어요? 청중의 이해를 도우려고?

피: 아니요, 멋있어 보여요. 발표할 때 뭐가 있는 거 같아서요. 사실 문장 오류도

틀리지 않는 것도 신경 쓰이고. 제가 큰 글씨 좋아하니까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큰 글씨 쓰고.

연: 글자 간격은요?

피: 별로 신경 안 써요.

발표자는 발표 보조 자료 작성에 대한 의욕은 있으나 실력은 별로라고 스스로를 인식하
고 있다. 파워포인트를 화려하게 구현하고 긴 문장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에 대
해 관심이 많다. 본인은 그 부분에 자신이 없으니 큰 글씨를 사용하여 청중들이 내용을 잘 
볼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하였으나, 정작 글자 크기만큼 가시성과 관련이 있는 글자 간격
이나 색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사례 라]의 발표자는 [그림 Ⅳ-4]와 같이 발표 보조 자료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였다. 
단순히 하얀 바탕에 글이나 그림을 넣으며, 슬라이드 한 장에 한 줄만 넣는 경향이 있다.

슬라이드 1쪽 슬라이드 12쪽

[그림 Ⅳ-4] [사례 라]의 발표 보조 자료 

이러한 경향은 [면담 자료 라-6]을 통해 확인된다. 

[면담 자료 라-6]
연: 발표 보조 자료를 만들 때 어떠한 점에 신경을 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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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특별히 생각은 안 했지만 하얀 바탕에 한 줄씩 글이 나타나게 잘 보이게 했

어요.

[면담 자료 라-6]에서 발표 보조 자료를 만들 때 특별히 신경을 쓰지는 않았지만 하얀 
바탕에 글을 한 줄씩 띄워 메시지를 강조하였다고 한다. 일종의 메시지 디자인에 대한 직
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림 Ⅳ-4]의 오른쪽 슬라이드처럼 한 장의 슬
라이드에 과다한 내용을 담은 경우도 나타나 메시지 디자인에 대해 정확하게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워포인트 사용법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는 [사례 라]의 발표자가 파워포인트를 사
용하게 된 계기를 [면담 자료 라-7]를 통해 알 수 있다. 

[면담 자료 라-7]
“피피티는 30분 정도 배웠어요. 강사실에서 선생님이 뉴슬라이드? 사진 불러올

수 있고 그런 거 배웠어요. 선생님께서 피피티 해라 그러셨는데 할 줄 몰라서 제

가 따로 알려달라고 찾아갔어요.”

한국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발표하는 과제가 한 번 있
었는데 그 당시 [사례 라]의 발표자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줄 몰랐다. 발표 과제를 수행하
기 위해 개인적으로 강사실에 찾아가 새 슬라이드 넣기, 이미지 넣기 등의 간단한 작동 원
리를 배웠는데, 이에 아쉬움이 많아 앞으로 파워포인트 작성법에 대하여 자세히 배우고 싶
다고 하였다. 

[사례 마]는 발표 과제에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발표할 것이 명시되었기 때문에 발표 
보조 자료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였는데, [그림 Ⅳ-5]처럼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였다.

슬라이드 2쪽 슬라이드 5쪽

[그림 Ⅳ-5] [사례 마]의 발표 보조 자료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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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조사를 하는 과업이 있었고 그래프를 만들라는 교사의 지시가 있어서 그래프를 만
들기는 했지만 어려웠다고 한다. [면담 자료 마-6]에서 파워포인트 만들기의 어려움을 확
인할 수 있다. 

[면담 자료 마-6]
“파워포인트를 사용했어요. 선생님이 쓰라고 하셔서요. ㉠표(그래프) 만들 때 너

무 어려워요. 처음 만들어봤어요. 다른 거는 별로. ㉡이것도 어려워요. 페이지 넣

는 것도. 자주 잃어버려요. ㉢컴퓨터를 배우는 과목이 별로 없어서 이런 연습을

할 기회가 없어요. 전공과목에서도 이런 거 해야 하지만 그냥 포기했어요. 팀으로

발표하면 제가 컴퓨터를 사용할 기회가 없어요. 팀 발표에서는 제 부분만 외워서

발표해요.”

[면담 자료 마-6]의 ㉠을 보면 이번 발표에서 그래프 만들기를 처음 해 봤다고 한다. 이
번 발표에서 발표 보조 자료 작성이 과제에 지정되어 있으니 작성하였지만, 차후 과제에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표 보조 자료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자신이 
파워포인트 작성에 흥미가 없으며 수행 능력이 없는 이유는 ㉢과 같이 컴퓨터를 배우는 과
목을 듣지 않아서 파워포인트 연습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정당화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인 대학생들이나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이 컴퓨터 과목 수강을 통해 파워
포인트를 익히는 것은 아니다. 파워포인트 작성법은 대개 대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익히는 
기술이지 대학에서 정규 과정들을 통해 배양하는 기술이 아니다. [사례 마]의 이러한 잘못
된 인식과 소극적인 발표 준비 과정은 낮은 수준의 발표 수행과 관련이 있다. 

결론적으로 학문 목적 발표에서 한국어 능력이 완벽하지 않은 외국인 대학생에게 발표 
보조 자료는 또 다른 부담이 되지만 역설적으로 발표 내용을 좀 더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자원이 되기도 한다. 모든 사례에 있어서 발표 보조 자료 중 나의 
발표에 가장 효과적인 매체 유형을 선택하는 법, 발표 보조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법, 파워포인트나 프레지와 같은 매체를 사용하는 법, 좀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
는 메시지 디자인의 원리 등을 인식하고 있거나 제대로 배운 적이 있는 발표자는 거의 존
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의 학문 목적 발표 교육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다룰 필요가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발표 보조 자료 작성 방법에만 주목하지 않아야 하며 발표 보조 
자료에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담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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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적 요인

크라센(Krashen, 1981)은 학습자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
어야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정의적 여과기 가설(affective filter hypothesis)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슈만(Schumann, 1975: 231)도 태도, 동기와 같은 정의적 요인이 
언어 습득이 일어나도록 인지적 과정(일반화, 모방, 추론, 유추, 기억 등)이 작동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학습자의 감정이나 정서와 관련된 정의적 요인은 언
어 습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정의적 요인으로는 언어 적성, 인성, 동기, 불안, 자아 
개념, 태도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심층 면담을 통해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 
목적 발표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요인 중에서 발견된 것은 자아 개념, 동기, 발표 불안
이다. 

1) 자아 개념
자아 개념은 학습자가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 다른 언어를 사용할 때 나타나

는 정체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본고는 자아 존중감(self-esteem)을 중심
으로 살펴보겠다. 자아 존중감이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으로, 자신의 능력, 가치, 역량 
등의 정도에 대한 믿음이다(Coopersmith, 1967: 4-5).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자신
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아 긍정도 즉 자아 개념은 학문 목적 발표의 수행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아 개념과 말하기 능력 간에 상당한 상관성이 있음
을 밝힌 연구 결과들(Heyde, 1979; Kalanzadeh et al., 2013)에 의해 뒷받침된다. 

보통 수준의 내용지향형인 [사례 다]와 기초 수준의 [사례 마]는 학문 목적 발표는 발화 
속도, 휴지, 문장 구성 오류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차이나지 않았
다. 그러나 두 발표자의 자아 긍정도는 상이하다. [면담 자료 다-10]과 [면담 자료 마-7] 
그리고 [면담 자료 마-8]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면담 자료 다-10] 
연: 한국 학생이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피: 나보다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고,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내가 이 수준이면

외국인 중에서는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긴장 안 해요.

[면담 자료 다-10]의 밑줄 친 부분에 드러난 바와 같이 [사례 다]의 발표자는 본인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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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보다는 한국말을 잘하지 못하지만, 한국 학생 중에도 본인보다 발표를 못하는 한국 학
생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인은 외국인 중에서 한국어를 잘하는 편이라고 자신 있게 
평가하고 있다. [사례 다]의 발표자는 보통 수준의 학문 목적 발표를 했으므로 이와 같은 
자아 긍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발표 당시 발표 중간에 휴지가 
42.63%로 나타나 유창성을 저해하는 양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적
용하면 이러한 자아 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 다]의 발표
자는 자신의 언어 능력에 대해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아 긍정이 
과도한 자만심으로만 연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학문 목적 발표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사례 마]는 다음에 제시된 심층 면담 자료에 드러난 것처럼 [사례 다]와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한국어 능력, 발표 능력, 학업 능력에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 

[면담 자료 마-7]
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에서 무얼 제일 잘 해요?

피: 다 못해요. <웃음>

연: <웃음> 그럼 무얼 제일 못 해요?

피: 듣기, 말하기

[면담 자료 마-8]
피: 한국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연: 왜~

피: 말 대화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연: 잘 하는데요.

피: 아니에요. 한국어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이 대

화하는 것을 싫어요.

[면담 자료 마-7]에서는 발표자 스스로 자신의 한국어 능력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네 기능에 걸쳐 다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제일 못하는 영역은 듣기와 말하기라고 이야기하
고 있다. [면담 자료 마-8]은 한국어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미진하다고 생
각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들과 의사소통할 기회를 만들지 않으며, 기회가 있어도 가급적이
면 피하는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다. [사례 마]의 발표자는 자신의 구어 능력에 대해 부정적
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구어로 수행되는 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면담 자료 마-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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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제 발표는 보통이에요. 제 발표 내용은 좀 별로예요. 너무 쉬워서요.”

[면담 자료 마-10]
연: oo 씨도 그럼 문제 푸는 발표는 해봤겠네요?

피: 아니요, 없어요. 공부를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또한 [사례 마]의 발표자는 위의 [면담 자료 마-9]처럼 자신의 발표에 대해 내용이 쉬워 
별로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면담 자료 마-10]에 진술한 바와 같이 자신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표할 기회가 없었고, 만약 자신에게 수업 중 발표 기회가 주어
졌다면 다른 동료 학습자들에게 피해를 줬을 것이라고 인식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례 다]는 학문 목적 발표에서 휴지의 빈번한 사용으로 유
창성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발표자는 자신의 한국어 능력, 발표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사례 마]는 본인의 한국어 능력, 구어 능력, 
발표 능력, 학업 능력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학부 과정 한국
어 학습자의 자아 개념은 학문 목적 발표 수행과 향후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
로,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습자에게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여 자아 긍
정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자아 존중감이 향상시킬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2) 학습 동기
제이언어 습득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제이언어 성취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강력한 예측 

변수는 동기이다.73) 제이언어 학습 동기가 높을수록 제이언어 성취도가 향상된다는 연구
(Gardner, 1985; 이은하 외, 2011)들이 있다. 학습 동기와 성취도의 상관성은 발표 동기
와 발표 수행의 높은 상관성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동기74)의 수준에서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사례는 내용과 표현의 측면에서 상위권에 

73) 제이언어 습득 연구에서 제이언어 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거론되는

것은 언어 적성과 동기이다. 언어 적성은 한국어 교육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

우므로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74) 동기의 분류에는 1차적 동기(생리적 욕구)/2차적 동기(학습된 욕구), 도구적 동기/통합적

동기, 내적 동기/외적 동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는 개념적 분류일 뿐 실제 동기들은 여러 가

지가 혼합된 양상을 띤다. 또한 제이언어 학습의 동기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AMTB:

Attitude/Motivation Test Battery)에서는 통합성, 동기, 학습 상황에 대한 태도, 학습의

목적이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동기와 성취도의 상관성을 계량화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질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여 검사 도구를 사용하거나 동기 유형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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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사례 가]와 하위권인 [사례 마]이다. 이들은 유학, 교과목, 발표의 동기 수준에서 
모두 차이를 보였다. [사례 가]는 유학, 과목 수강, 발표에 대해 모두 높은 동기 수준을 보
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면담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면담 자료 가-7]
“일본에 있을 때부터 그런 거 궁금했어요. 일본에 있는 자료, 책이나 그런 걸 통

해서 그 교수님, 교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책에서 그 선생님이 하신 그 사회계층

모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직접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서 그 선생

님 수업을 찾아서 듣게 되었어요.”

[면담 자료 가-7]의 ㉠에 드러난 바와 같이 고국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진 사회 계층
모델 연구자의 강의를 직접 듣고 싶어 교환 학생으로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강좌에서 부여받은 발표 과제의 주제로 ㉡과 같이 평소에 관심이 있는 문제를 선정하였
다. 이 사례에서 긍정적이며 높은 내적 동기가 발표 수행의 질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정
적 상관성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사례 가]의 발표자가 사회 계층과 관련한 학문 목적 발표를 하고 나서 한 학기 후, 일
본으로 귀국하기 전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때 학습자는 학문 목적 발표에 대한 인
식이 확장되어 있었다. 교수자가 학문 목적 발표의 본질을 잘 안내하였을 때 발표에 대한 
인식, 동기가 향상될 수 있음을 [면담 자료 가-8]과 같은 진술을 통해 확인해 주었다.  

 [면담 자료 가-8]
“B수업에서는 ㉠학습 공동체에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만 가지고 발표하라고 하셨

어요. 시간도 10분으로 제한하셨어요.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는 거 아니고 ㉡요

점만 말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주제든 상관없지만 ‘㉢낯선 대상은 친숙하게 보고,

친숙한 것은 낯설게 보는 인류학적 눈’을 교육적으로 보라고 주문하셨어요. 교육

학과 2학년 전공 수업인데 막상 학생들은 3학년, 4학년, 대학원생들도 있어요.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을 느껴서 열정을 느껴요. 10분 안에 발표는 했는데

발표 연습을 해야 했는데 잘 안 해 가지고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선생님도 제 주제에 같이 고민도 해주시고. 그 수업은 정말 충격적이

었어요.”

[면담 자료 가-8]처럼 B수업의 교수자는 학문 목적 발표의 목적이 ㉠과 같이 학습 공동
체에서 발표 내용을 공유하는 데 있으므로 학습 공동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 주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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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과 같이 실제적인 발표 지침을 제공하였으며, ㉢과 같이 발표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
을 안내하였다. 이는 발표 동기와 수준이 높은 학습자의 경우라도 외부로부터 적절한 안내
를 받으면 동기 수준이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학문 목적 발표의 인식도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례 마]는 학습이나 발표에 대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학
습자의 경우, 유학, 학습이나 과제 발표, 한국어 습득에 대한 동기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심층 면담에서도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단답형으로 응답하
는 경향이 강하여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기 쉽지 않았다. 이는 아래 [면담 자료 마-11]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면담 자료 마-11]
연: 무슨 과예요?

피: oo대 oo학과

연: 관심이 있어서요?

피: 아니요,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이 있어서. 숙제를 할 때 편해요.

연: 어떤 점이 편해요?

피: 다른 사람의 숙제를 볼 수 있어요.(중략)

피: ㉡한국어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국 사람들과 대화 하는 게 싫어요.

보통 집에서 혼자 있어요.

연: 그런데 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피: ㉢중국에서 대학 시험을 잘 못 봐서 대학을 못 가서요. 영어도 못 하고.

연: 지금 학점은 어때요?

피: ㉣학기마다 F를 받고 있어요. 주로 그 원인은 결석이 많아서요. 중국에 자주

돌아가요. 여기 한국에서 너무 재미없어서.

[면담 자료 마-11]의 ㉡에 나타나듯이 발표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어려워하고, 한국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꺼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된 이유가 ㉢처럼 
중국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대학 진학 시 ㉠처럼 중국 사람이 
많아서 숙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과를 학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 ㉣처럼 매학기 
결석으로 인해 낙제를 하고 있어 학업 성취도도 매우 낮다. 이 사례의 경우 유학 생활에 
대한 동기가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발표 과제 수행의 질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특히 목표 언어 성취 수준과 동기의 관계, 말하기 숙달도와 부정적 동기의 
관계에 대한 올슈타인·쇼하마이·켐프·하토우(Olshtain, Shohamy, Kemp & Chat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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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36-37)의 연구에 의하면 목표언어 성취 수준이 낮은 학습자일수록 학습 동기와 성
취도 간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고 한다. 즉, 목표 언어 능력이 낮은 경우 학습 동기가 높으
면 성취도가 높아지고, 학습 동기가 낮으면 성취도가 낮아진다. 

한국 유학에 대한 동기,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에 대한 동기, 발표에 대한 동기 전반은 
학문 목적 발표의 내용과 표현 측면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동기가 높을수록 학문 목적 발
표의 수준도 높아지며, 동기가 낮을수록 학문 목적 발표의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발
표 수준이 낮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부족할수록 학습 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3) 발표 불안
발표 불안 역시 학습 동기와 마찬가지로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 수행에 영향

을 미친다. 발표 불안75)은 대중을 대상으로 말을 하는 특정한 상태에서 느끼는 긴장감, 불
편한 상태를 의미한다. 발표 불안은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에 내재하는 기질적 불안과 
학문 목적 발표라는 외적 상황이 유발하는 상황적 불안으로 나눌 수 있다. 발표 수행에 나
타나는 양상 분석과 면담을 통해 이러한 발표 불안을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다. 말하기 불
안 유형을 심리학에 근거하여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으로 분류한 김지연(2007)에 따르면 
특성 불안(trait anxiety)은 화자 외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화자가 내적으로 지닌 불안을 뜻
하며, 화자의 성격, 화자의 신체 조건(핸디캡), 화자의 사전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반
면, 상태 불안(state anxiety)은 특수한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으로 특수 불안(specific 
anxiety)이라고도 불리는데 말하는 대상, 말하는 내용, 말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한
다. 

각 사례에 나타난 발표 불안의 정도를 분석하면 [사례 가]는 발표 불안이 거의 없으며, 
[사례 나], [사례 다], [사례 라], [사례 마]에서는 발표 불안이 나타났다. [사례 가]에서는 
발표 수행 시 몸이나 목소리를 떨거나 말을 더듬는 등 긴장할 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발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면담 자료 가-9], [면담 자료 가-10]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면담 자료 가-9]

75) 의사소통 연구에서는 ‘말하기 불안’으로, 심리학에서는 ‘말하기 불안’을 사회불안의 하위 분야

로 언급할 때 ‘발표 불안’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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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발표하면서 많이 긴장했나요?

피: ㉠긴장을 별로 안 해요. 제가 그게 문제예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학원에서 애

들을 가르치는 걸 했어요. 처음에는 엄청 긴장했는데 익숙해지니 편해지더

라고요. 긴장을 안 해요. 학생들 앞에서는.

연: 무대공포증 이런 건 전혀 없고?

피: ㉡학생들 앞에서 뭔가를 발표하고 설명하는 건 괜찮은데 회사 면접 같은 데

서 발표하는 건 어려울 거 같아요.

연: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이었지요?

피: 중학생, 10명? 13명 정도 있었어요.

연: 지금은 다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긴장 안 해요.

피: 별로 긴장하지 않았어요?

연: 긴장은 안 해도 두렵거나 피하고 싶은 거 없었어요?

피: 제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원고도 없고 키워드만 있으니까 얘기하면서 지금

주제랑 길이 잘못 들어가고 있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래도 뭐 일단 해보

자 그런 생각도 해요.

연: 아 키워드만 가지고 하니까~. 사실 저는 수업 듣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면

편한 점도 있지만 싫은 점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저를 평가하는 것도 싫고,

못한다고 생각할 까봐 두려워요.

피: ㉢아마 저도 일본이면 그랬을 거예요. 일본에서는 저도 많이 생각해요. 친구

들이 지금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차피 유학생이라

말도 잘 못하니까 생각하니 편해요. 그냥 하자. 이렇게 생각해요.

[면담 자료 가-10]
연: 발표하면서 특별히 신경 쓴 것이 있어요?

피: ㉣사람들의 반응, 눈빛, 뭔 말인지 뭔 소리인지 그런 표정을 하고 있으면 더

설명을 해야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고개를 끄덕인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동의를 해주면 그냥 넘어가고.

[면담 자료 가-9]의 ㉠를 통해 [사례 가]의 발표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말하기를 
하는 학원 교사 아르바이트 덕분에 발표 불안을 극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긴장을 하는 등 발표 불안을 겪었으나 발표 경험이 쌓이면서 발표에 익숙해지게 되고 이런 
익숙함이 발표에 대한 긴장감을 사라지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 가] 발표자의 개인적 경
험이 특성 불안을 유발하지 않았다. [면담 자료 가-9]의 ㉡과 ㉢에서는 [사례 가] 학습자가 
상황 불안 요인에서도 초탈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문 목적 발표의 청중인 
다수의 학생이라는 말하기 대상에 대해 두려움이 없으며, 유학생으로서 제이언어로서의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는 당연히 말하기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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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고 이러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발표 불안이 거의 
없으므로 [면담 자료 가-10]의 ㉣과 같이 발표 수행 중에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여유까지 보이고 있다. 

[사례 나], [사례 다], [사례 라], [사례 마]는 발표 수행 관찰과 심층 면담에서 특성 불안
과 상황 불안이 두루 나타났다. [사례 나]는 판서를 위해 들고 있던 펜을 끊임없이 만지작
거렸으며, [사례 다]는 발표 중간에 잠시 말을 멈추는 휴지가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사례 
라]는 뒷짐을 진 자세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행동을 하고 발표 
도중에 목소리가 떨렸으며, [사례 마]는 청중과 시선을 맞추지 않고 스크린만을 보고 있었
으며, 다리를 흔드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관찰을 통해 발표자들이 긴장을 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 면담을 통해서도 발표 불안을 확인하였는데 우선 특성 불안을 살펴보면 화자의 사
전 경험, 화자의 신체 조건, 성격과 관련한 양상이 나타났다. 화자의 사전 경험은 네 가지 
사례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자국어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에서 발표를 수행한 경험
이나 발표 교육을 받은 경험76)이 거의 없다. 이러한 화자의 사전 경험 외에 [사례 나]와 
[사례 마]는 특성 불안 중 화자의 신체 조건과 성격으로 인한 발표 불안이 아래와 같이 나
타났다. 

[면담 자료 나-7]
“㉠외국인이니 목소리가 참 좋지 않은데 한국인처럼 할 수 있는 만큼 말해 봤어

요.”

[면담 자료 마-12]
피: 저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저도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 하면 발표하

는 기회가 있어요. ㉡저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니까 발표하는 기회가 없

어요.

연: 그럼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피: 보통 문장을 잘 쓰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발표해요.

(중략)

연: OO 씨도 그럼 문제 푸는 발표는 해봤겠네요?

피: 아니요, 없어요. ㉢공부를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요.

[면담 자료 나-7]의 밑줄 친 ㉠을 보면 외국인이니 목소리가 좋지 않다고 언급하여 자

76) 5절에서 다시 자세히 논의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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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음성이라는 신체적 조건에 대해 자신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면담 자료 마-12]의 
㉡은 [사례 마]의 발표자가 자신의 학업 능력 수준이 낮으므로 발표의 기회가 없었다고 파
악하고 있음을, ㉢은 자신이 발표를 하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부정적으
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황 불안과 관련하여서는 말하기 대상과 내용으로 인한 발표 불안이 확인되었는데, 
[사례 나]와 [사례 다]는 말하기 대상에, [사례 라]는 말하기 내용으로 인한 불안을 보였다. 

[면담 자료 나-8]
“제 발음은 너무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인정적인 속도 가지고 크게 말했어요. 한

국인처럼 못 하고 그냥 또박또박 말해 봐요. (중략) 한국어로 발표할 때 외국인

으로서 한국어 표현 찾기가 힘들고 정확하게 맞는지도 모른다. 자신감 언제든 있

긴 있는데 발표 때 떨리는 느낌 잘 안 풀어요.”

[면담 자료 다-11]
피: 대학교 들어간 후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이 있었어요. 발표해봤어요.

거기서. (중략) 그런데 ㉠거기 듣는 사람 외국인이니까 긴장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분이니까 외국인이 틀리는 거 이해해주시니까

발표에 대해 부담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때는 한국어 불규칙 활용

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그 때 발표 잘했다고 칭찬 많이 받았는데 ㉡전공 수업

은 다르니까요. 듣는 대상도 다 한국 학생이니까 긴장했고, 한국 학생하고 비

교하면 못하잖아요.

연: 한국학생이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피: 나보다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하고,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내가 이 수준이면

외국인 중에서는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긴장 안 해요. ㉢한국 학생들은

일단 발음부터 나보다 낫고, 내가 말하다가 문법이나 어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 두려움이 있어요.

[면담 자료 라-8]
“많이 긴장했어요. 그날따라 특히 더 긴장했어요. ㉣그냥 발표가 아니라 단점이

뭔지 이야기하니까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2년 정도 참다가 말하니까 많이 무

서웠어요.”

[사례 나]와 [사례 다]의 발표자는 자신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 청중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사례 나]의 발표자는 [면담 자료 나-8]에서 정
확한 발음과 적절한 표현을 구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표할 때 떨리는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례 다]는 [면담 자료 다-11]의 ㉠처럼 말하기 대상이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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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긴장을 하지 않으나, 한국인 모어 화자가 청중인 경우 ㉡과 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
다. 이는 자신의 언어 능력 부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오는 발표 불안이다. [사례 라]는 발
표 주제가 자기소개였으나 일반적인 자기소개와는 달리 발표자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느낀 부정적인 일화도 발표 내용으로 선정하였으며, 오랫동안 참아 왔던 마음속 깊은 이야
기를 털어놓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면담 자료 라-8]의 ㉣과 같이 유달리 발표 불안의 수위
가 높았다. 

발표자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표 불안을 겪었으나, 각자 나름대로 발표 불안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는데 [사례 나], [사례 다], [사례 라]는 심호흡, 손짓, 인내 등 자
신만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반해 [사례 마]의 경우 발표를 극복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없으며, 극복할 의지도 잘 드러나지 않았다. 

[면담 자료 나-9]
연: 발표하면서 많이 긴장했나요?

피: 많이 긴장한 건데 ㉠발표 전 깊이 숨을 내며 한 번 복습했어요.

연: 심호흡을 하면 긴장이 많이 풀리나요?

피: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발표 전 그렇게 한다면 시작은 잘 되고 떨림을 점점

풀어 줄 수 있어서요.

[면담 자료 다-12] 
연: 발표할 때 어땠어요? 긴장했나요? 어떻게 긴장을 풀어요?

피: 긴장했어요. 제가 긴장하면 더 움직여요. 그러면 편해져요. ㉡손동작을 좀 해

요. 그럼 그냥 편해져요.

[면담 자료 라-9]
“㉢얘기를 계속해요. 처음에는 떨리겠지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계속 이야기

하면 좀 편해져요. 발표 끝나면 2분 후면 괜찮아져요.”

[면담 자료 마-13]
연: 발표하면서 이 때 긴장 많이 했죠?

피: 네.

연: 긴장 어떻게 극복해요? 이럴 때?

피: 극복? (웃음)

연: 어떻게 이겨내요?

피: 아마, 안 극복해요. 극복하지 않아요.

연: 극복 못했어요?

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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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숨을 크게 쉰다거나 아니면 자꾸 다른 걸 본다거나

피: ㉣아, 다른 사람의 눈을 안 봐요.

연: (웃음) 맞아요. 긴장하면 다른 사람 눈을 보기 어려워요. 자꾸 책 보고 피피

티 보고

피: 네

연: 발표하면서 신경 썼던 거 있어요? 손이나 몸짓이나 시선이나

피: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빨리 말하고 싶었어요.

[사례 나]는 [면담 자료 나-9]의 ㉠과 같이 심호흡을 하며 다시 한 번 발표 내용을 복습
하는 방법을, [사례 다]는 [면담 자료 다-12]의 ㉡과 같이 손짓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며 긴
장을 완화하는 방법을, [사례 라]는 [면담 자료 라-9]의 ㉢처럼 두려움을 참으면서 계속 발
표하여 발표에 몰입하는 방법을 통해 발표 불안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사례 마]에
서는 발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면담 자료 마
-13]의 ㉣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에서 ‘발표를 빨리 끝내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라고 진술한 바와 같이 발표 
불안이 심하여 발표를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우수 수준인 [사례 가]는 발표 불안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보
통 수준과 기초 수준에서는 여러 유형의 발표 불안 요소가 나타난다. 보통 수준인 [사례 
나]는 자신의 목소리라는 신체 조건에서, [사례 마]는 자신의 부족한 학업 능력으로 인해 
발표 불안을 경험하였으며, [사례 나]와 [사례 다]는 자신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한국어 모어 화자가 청중일 때 더 큰 발표 불안을 느끼고 있고, [사례 라]는 말하기 내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발표 불안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 나], [사례 다], [사례 라]는 
발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이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사례 마]는 발표 불안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청중과
의 눈맞춤을 회피하고, 발표를 빨리 끝내 버리고자 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학문 목적 발표는 대중을 상대로, 학문적인 내용을 공식적으로 말해야 하므로 상황 불
안의 요소가 높은 장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발표와 관련한 
경험이 부족하고, 한국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며, 말하는 대상이나 내용으로 인해 
특성 불안, 상황 불안 등 다양한 불안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학문 
목적 발표에 대한 불안의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
의 발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내용 및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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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은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교
육 환경을 일컫는데 이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 목적 발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학습자가 학습한 한국어 교재, 기관이나 교·강사를 통
해 진행된 한국어 수업, 자국어 교육에서의 말하기 또는 발표 교육 및 경험, 외국어 교육
에서의 발표 교육 등이 있다.  

1) 한국어 교재
[사례 가]의 경우 일본에서는 ‘조선어입문’과 ‘연세 한국어 2’와 ‘연세 한국어 4’, 한국에

서는 서울대학교 ‘한국어 5A’와 유인물, [사례 나]의 경우 베트남에서는 ‘연세 한국어 
4-1’,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 ‘한국어 4’, [사례 다]의 경우 중국에서는 ‘표준한국어 1’과 
‘표준한국어 2’, 한국에서는 ‘배워요 재미있는 한국어 3’과 ‘배재한국어 4’, [사례 라]의 경
우 ‘재미있는 한국어 1’~‘재미있는 한국어 4’, [사례 마]의 경우 건국대학교 ‘한국어 1’~‘한
국어 6’으로 학습하였다. 이 중 일본과 중국에서 출간된 교재는 문법 중심, 번역 중심의 교
재이므로 발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모국에서는 말하기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여도 주로 교재에 나온 주제와 문법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만들거나 본문에 나온 대화를 
외우는 등의 과제에 한정되므로, 분석 대상은 <표 Ⅳ-4>와 같이 한국에서 학습한 교재로 
제한하였다. 

사례 수준 및 유형 교재명 출간 기관

사례 가 내용·표현균등형 ‘한국어 5A’ 서울대학교
사례 나 내용·표현균등형 보

통
수
준

‘한국어 4’ 서울대학교
사례 다 내용지향형

‘배워요 재미있는 한국어 3’
‘배재한국어 4’ 배재대학교

사례 라 표현지향형 ‘재미있는 한국어 1~4’ 고려대학교
사례 마 기초 수준 ‘한국어 1~6’ 건국대학교

<표 Ⅳ-4> 사례별 한국어 교재 

위 교재들은 일반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일반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목표로 집필되어 이
들 중 학문 목적 발표를 다루는 교재는 없다. 그러므로 학문 목적 발표에 간접적으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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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수 있는 듣기와 말하기 교육, 발표 교육, 쓰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분석하였다. 
[사례 가]와 [사례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출간한 교재 중 다른 급 교재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하였다. [사례 가]는 5권, [사례 나]는 4권으로 한국어 수준, 교재 내용과 구성에 차이
가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출간한 교재는 의사소통접근법에 기반한 보편적인 한국어 교재
와 유사하게 지식(문법 및 표현)과 기능(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
다. 4권은 어휘, 문법 및 표현 중심으로 구성된 데 반해 5권은 읽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 
등 기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 가]의 발표자가 학습한 서울대 ‘한국어 5A’의 교수요목은 ‘주제, 읽고 말하기, 듣
고 말하기, 과제, 문법, 어휘, 보충 어휘’로 구성된다. ‘말하기’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전-
장르, 기능적 말하기, 담화 구조에 따른 말하기, 담화 유형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주제에 대한 말하기와 묘사하기, 비교하기 등의 전-장르에 해당하는 
말하기, 회의 시작하기, 제안하기 등의 담화 구조와 연관이 있는 말하기 활동, 질문하기, 
확인하기 등의 기능적 말하기, 자기소개, 발표, 토론, 토론회, 좌담회 등의 담화 유형별 말
하기 등이 혼합되어 있다. 이는 말하기 교육 내용을 비위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
만, 말하기에 비중을 실은 교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습자들이 다양한 말하기 유형을 경험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교재에서 ‘발표하기’를 다룬 단원은 [그림 Ⅳ-6]과 같다.

[그림 Ⅳ-6] 서울대 ‘한국어 5A’, 156-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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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페이지에서는 먼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학생의 발표 사례를 청취하고 내용을 요
약해 본다. 그리고 우측 페이지는 본인이 직접 발표를 해 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표 과제는 ‘1) 주제 선정, 2) 내용 생성, 3) 발표 담화표지어, 4) 토론하기’로 구성된다. 
발표 준비 과정의 일부인 주제 선정과 내용 생성을 제시한 것은 과정 중심적 접근을 어느 
정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내용 생성을 위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한 
것은 학습자가 발표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제시된 담화표지
어와 예문들은 발표 장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순히 ‘-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라는 지시문으로만 구성된 발표 과제가 아니라 모범적인 예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
표를 준비하는 과정을 경험해 보고 발표에 필요한 담화표지어를 학습하도록 구성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이 교재에 나타난 쓰기 활동은 묘사하기, 기사 쓰기, 비교·대조하는 글쓰기, 
설명하는 글쓰기 등 다양한 과제가 있다. 단락 쓰기부터 한 편의 짧은 글쓰기까지 그 길이
도 다양하다. 이러한 쓰기 활동은 발표 수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발표문 작성, 
발표 보조 자료 작성, 보고서 작성에 유익하다. 다양한 말하기 활동과 쓰기 활동으로 구성
된 교재를 통해 배운 내용이 [사례 가]의 발표자에게는 우수한 학문 목적 발표를 하는 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발표 사례를 경험하고 발표 준비 과정을 거쳐 발표를 
수행하는 과정 중심의 활동과 묘사하기, 정의 내리기, 비교하기, 설명하기 등의 전-장르적 
활동을 통해 [사례 가]의 발표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학문 목적 발표 능력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의 반복은 발표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수행 
수준을 개선시키기 때문이다.  

[사례 나]의 발표자가 배운 서울대 ‘한국어 4’의 교수요목은 ‘상황, 기능, 문법 및 표현, 
활동, 어휘’로 구성된다. 여기서의 ‘기능’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본문 또는 문법 및 표현이나 어휘 관련 활동에 가깝다. ‘기능’의 예를 들면, 본문에 
단군 신화가 등장하면 ‘기능’으로 ‘한국의 건국 신화 알아보기’를 제시하거나(2과) ‘A/V-
(으)ㄹ 리가 없다’를 학습하는 1과에서는 ‘강한 부정 표현하기’가 기능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여기서의 기능은 ‘기능 중심 교수요목’의 ‘기능’인 언어 활동을 통해 수행하는 의사소통
의 목적에 해당한다. 

교수요목의 항목 중 말하기, 쓰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말하기 활동으로는 이야기하기 즉 특정 주제나 소재에 대해 친
구와 대화를 나누는 유형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 13과 교수요목에 ‘토론’이 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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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본문 안 활동을 들여다 보면 역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형식이다. 17, 18
과의 ‘소개하기’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이다. 쓰기로는 신문 기사 작성하기, 
편지 쓰기가 제공되나 장르적 글쓰기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문법이나 표현을 복습
하는 기능, 주제 심화 기능을 하는 활동의 수준으로 제공된다. 

서울대 ‘한국어 4’는 문법 및 표현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며, 말하기 유형이 ‘대화’ 위주
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교재를 통해 한국어를 습득한 [사례 나]의 발표자가 학문 목적 
발표나 설득적 말하기에 대해 기초를 쌓을 수가 없었음은 물론 발표를 준비하는 단계를 경
험하지 못하였음이 자명하다. 한국어교육에서 학문 목적 발표를 학습한 적이 없으므로 학
문 목적 발표에서 많은 부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동일한 기관에서 출간한 교재를 통해 
배웠을지라도 [사례 가]과 [사례 나]의 경우 급간 교육 내용과 방법의 차이가 발표 수준에 
서 차이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례 다]의 발표자는 ‘배워요 재미있는 한국어 3’과 ‘배재한국어 4’로 한국어를 배웠다. 
우선 ‘배워요 재미있는 한국어 3’의 교수요목은 ‘기능, 문법, 읽고 말하기/듣고 말하기, 어
휘’로 구성된다. 기능은 ‘처음 만나 인사하기’, ‘소개하기’, ‘이유 말하기’, ‘길 묻기’, ‘메모 
남기기’, ‘묘사하기’ 등 의사소통 상황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제시하며, 문법에서는 문법 항
목을 제시한다. 읽고 말하기/듣고 말하기에는 읽기와 듣기 과제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말하기는 읽기와 듣기의 부수적 활동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어휘에는 ‘교육’, ‘여
행’, ‘병원’ 등 다루고 있는 영역을 기술하였다.

이 교재는 말하기가 읽기와 듣기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과에 따라 말하기 활동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기도 한다. 말하기는 읽거나 들은 내용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거나, 
학습한 문법이나 어휘를 강화하거나, 주제를 심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에 대해 말해 보
세요’, ‘이야기해 보세요’라는 지시문 아래 주제에 대해 생각이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동료 
학습자와 대화를 나누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또 설명 방식으로는 비교하기와 묘사하기가 
있다. 비교하여 말하기에서는 건강을 위해 하는 일들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말하는 활동, 
묘사하기에서는 친구의 옷차림을 묘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옷차림을 묘사하는 활동이 있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교재는 말하기 능력 신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발표와 관련한 교육 내용이나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쓰기 활동은 대부분 
방학 계획이나 경험담 등 본문과 관련한 주제에 대한 글쓰기 위주로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고향에서 놀러 오는 친구에게 교통편 설명하는 편지 쓰기, 이야기의 결말 예측하여 쓰기, 
취미를 함께 할 친구들 찾는 안내문 작성하기, 이메일 쓰기 등이 있다. 글의 형식적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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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 담화표지어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배재한국어 4’의 교수요목은 ‘주제, 읽고 말하기, 말하기 활동, 읽고 쓰기, 쓰기 과제 

1, 쓰기 과제 2, 문법,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읽고 말하기, 읽고 쓰기 등 기능 영역을 
연계한 것이 특징이며 다른 교재와 달리 ‘쓰기 과제’가 강조되고 있다. ‘일러두기’에서 ‘학
문 목적 학습자’가 수행할 한국어 활동에 중점을 두어 개발한 교재라고 명시한 바와 같이 
대학 입학 오리엔테이션, 대학 생활, 취업 등 학부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가 주를 이
루며 나머지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기본적으로 접하게 될 생활 문화, 예술 문화, 
상징 문화 등 문화 관련 꼭지, TV·신문 기사, 광고, 인터넷 등 매체 관련 꼭지, 결혼, 환경 
오염, 인간의 권리 등 토론 관련 꼭지로 구성된다. 듣기 활동은 교수요목상 명시되지 않았
는데 말하기 활동에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말하기 활동은 대화나 특정 주제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 말하기와 장단점 비교하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찬반 토론, 발표 등도 
존재한다. 말하기 유형은 다른 교재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학문 목적 상황과 밀접한 
주제를 다룬다는 데 차이가 있다. 

이중 발표와 관련된 활동은 뉴스 보도 발표가 있는데 이 과제에서는 ‘한국 생활 중 여
러분에게 있었던 일 중 재미있거나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뉴스 보도 형식으로 만들어 발표해 보세요.’라는 지시문 아래 내용을 작성
할 수 있도록 빈 공간을 제공한다. 해당 과는 텔레비전과 신문 기사 등 방송 매체를 집중
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학습자가 뉴스 보도의 형식을 익혔다고 간주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지침은 매우 일반적이어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생활 중 재미있거나 기억에 남는 사건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주제인데 이를 공식적이며 
격식적인 담화 유형인 뉴스 보도 형식으로 발표하는 과제는 모순적이다. 교재 집필진이 이
러한 모순성을 통해 ‘유머’의 요소를 도입하려고 의도하였다면 이러한 사실을 명시할 필요
가 있다. 

쓰기 과제는 학업 계획서, 건의문(편지 형식), 대본, 삼행시, 설명문, 초대장, 보고서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발표문 작성도 포함되어 있다. 교수요목에 ‘자신만의 보
고서 작성법 및 발표 요령과 방법’과 ‘관심 있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문’을 쓰기 과제
로 명시하고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잘 쓰거나 발표를 잘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소개하라.’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하여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라.’
는 매우 추상적인 지침이 주어진다. 

[사례 라]의 발표자는 ‘재미있는 한국어 1’~‘재미있는 한국어 4’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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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이들은 종합적인 의사소통능력을 목적으로 하는 교재이다. 교수요목은 1권과 2
권의 경우 ‘Function, Vocabulary, Grammar, Activity, Pronunciation, Culture’로 구
성된다. 3권과 4권은 ‘기능, 활동, 어휘, 문법, 발음, 문화’로 구성된다. 2권에서 3권으로의 
이동은 초급에서 중급 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하므로 교수요목의 구성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 교재는 제시 언어와 교수요목 제시 순서에만 변화가 있다. 여기서도 ‘기능’은 말
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기능 영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듣기, 말하기, 쓰기 관련된 내용은 ‘Activity’와 ‘활동’에 제시하고 
있다. 

이들 교재에서 듣기와 말하기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권에서 2권
은 말하기 유형이 ‘ask’, ‘introduce’, ‘talk’, ‘interview’, ‘explain’, ‘role play’ 등 대화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듣기는 특정 주제나 상황과 관련된 대화 듣기(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A and B or about something)나 단락 듣기(listen to a 
passage)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권은 여전히 대화 위주로 구성되나 발표가 두 
번 등장하며 라디오 사연, 분실물 방송, 뉴스 듣기 등 방송 매체가 새롭게 등장한다. 발표
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내용으로는 직장 선택 기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 
발표하는 활동, 명절 풍습에 대한 발표 듣기가 있다. 이는 해당 과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에 대한 말하기와 듣기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다. 발표 활동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친구들과 직장 선택의 조건을 위한 설문지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설문 조사 결과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세요’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때 발표 준비 
단계나 발표 수행 시 유의할 점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 명절 풍습
에 대한 외국인 학생의 발표 듣기 지문은 설날 날짜와 풍습의 나라별 차이에 대한 설명이
다. 이것은 발표의 온전한 형식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고 청취 이해 능력을 점검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4권에서는 다루는 주제가 일상적인 소재에서 교육, 환경, 언어와 문화 등 
추상적인 소재로 변화되었다. 듣기 유형은 3권과 유사하고, 말하기 유형은 토의, 토론, 보
고가 추가되었으며 발표 활동도 교환·환불 경험에 대해 발표하기, 공연 관람 소감 발표하
기, 도표를 이용해 발표하기 등으로 확장되었다. 교환 및 환불과 관련된 경험 발표하기는 
교환 및 환불을 주제로 하는 과에 제시된 활동으로 ‘어떤 내용과 순서로 발표할지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보세요.’라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
다. 공연 관람 소감 발표는 ‘제목과 장르’, ‘내용과 특징’,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가’, ‘나의 
감상’, ‘기타’ 등의 항목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도표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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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기는 ‘한 학급당 학생 수’, ‘한국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과목’에 대한 도표를 
제공하고 이 중 하나를 골라 해당 과에서 학습한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 발표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이처럼 발표 활동이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일상적인 소재에 머물고 있으
며, 발표 활동의 목적이 발표 능력 향상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 학습 목표로 삼고 있는 기
능, 문법, 표현 등을 연습하거나 심화하는 데 있다. 

다음으로 쓰기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살펴보면, 1권과 2권의 쓰기 활동은 편지 쓰기, 장
소나 활동에 대해 쓰기, 쇼핑 목록 작성하기, 어제와 오늘에 대해 쓰기, 고향의 계절에 대
해 쓰기, 교통에 대해 설명하는 글쓰기, 봉투에 주소 쓰기, 이메일 쓰기 등으로 구성되는데 
쓰기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 학습한 어휘, 문법, 기능을 심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 3권의 쓰기 활동은 1, 2권보다 심화된 소개하는 글, 비교하는 글, 
설명하는 글, 특정 주제에 대한 글쓰기를 다루며 4권은 3권과 유사한 글쓰기 활동이 연계
되면서도 자기소개서, 업무 관련 이메일, 기행문, 공연 관람 후기 등 장르적 글쓰기 활동이 
추가적으로 나타난다. 

[사례 라]의 발표자는 이 교재를 통해 ‘자기소개’라는 주제에 대해 이미 말하기, 쓰기 등 
다양한 기능 영역에서 여러 번 다룬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덕분에 학문 목적 
발표에서 자기 성격이나 성향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발표 주제에 
대한 친숙함과 자신감으로 인해 발표 과제의 표면적 목적 외에 발표자 개인의 심층적 의도
를 전달하려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재에서 발표 능력을 고려한 
발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문 목적 발표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형식 구조, 
격식적 표현, 내용의 통일성에서 부족한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마]의 발표자가 학습한 건국대 ‘한국어 1’~‘한국어 5’의 교수요목은 ‘기능, 문법, 
표현, 활동’으로 구성된다. 기능은 언어적 표현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안도감 표
현하기, 가정 표현하기, 정도 표현하기 등이다. 문법은 한국어 교재에서 일반적으로 다루
는 문법 및 표현 항목에 해당한다. 표현하기는 ‘산해진미’, ‘파김치가 되다’ 등 고사성어와 
관용구 또는 속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동은 듣기와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제의 예로
는 ‘특별한 지도 만들기’, ‘환경 호르몬 줄이는 방법 이야기’ 등이 있다. 1권부터 4권까지
는 친구들과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말하기 유형이 대부분이며 발표와 직접적으로 관
련된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5권에는 ‘이야기하기’, ‘소개하기’77), ‘토론하기’가 말하기 활

77) 내용 구성상 소개하기가 발표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2과 ‘뛰어난 사람 소개하기’를 보면

‘태어난 과정, 어렸을 때, 힘들 때, 성공’이라는 키워드 아래 빈칸을 제공하여 그 아래 내용을



- 171 -

동으로 등장하지만 ‘발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6권의 교수요목은 ‘주제/상황, 기능, 표현하기, 듣기 및 활동’으로 구성된다. ‘주제’와 

‘상황’은 병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니나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서 ‘학문과 취업’ 
상황에 필요한 보고서, 화법, 이력서를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자 ‘주제’와 ‘상
황’을 하나의 항목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기능은 주장하는 말하기, 감상문 쓰기 등 언
어 수행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과 담화 유형이 동시에 제시되어 있다. 표현하기는 문법과 
관용구가 제시되어 있으며 듣기 및 활동에서는 듣기와 활동이 각 과마다 제시되어 있다. 
말하기와 관련된 ‘기능’은 설명하는 말하기와 주장하는 말하기가 존재하며 하위 담화 유형
으로 설명, 발표, 보도, 연설, 토론, 호소가 제시되어 있다. ‘발표’는 ‘기능’과 ‘듣기 및 활
동’ 부분에 등장하는데 각각 ‘식량난과 식량난 그래프를 보고 이야기하기’와 ‘내전 뉴스 발
표하기’가 제시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으나 ‘쌀값 상승이 다른 식량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프를 그린 후 그렇게 예상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십시
오.’라는 지시문과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다. 이때 지시문에서 ‘발표’라는 단어는 노출하지 
않았다. 후자는 뉴스에 필요한 단어를 고른 후, 보도할 내용을 구성하고 간단히 메모하여 
이를 바탕으로 보도 발표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육하원칙에 입각한 보도에 초점을 맞
추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발표 장르라고 볼 수는 없다. 

쓰기 관련 내용을 보면 ‘기능’에 설명하는 글쓰기, 주장하는 글쓰기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쓰기 활동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설명하는 글쓰기에 속한 3과를 예로 들면 
‘다음 지도를 보고 나라 이름을 새롭게 짓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가 활동으로 제시
되어 있는데 말하기 활동인지 쓰기 활동인지 확실하지 않다. 22과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
의 주요 표현을 알려주고 연습을 해 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조직된 한 편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표
현들을 익히고 연습하게 되어 있다. 

[사례 마]의 발표자가 배운 교재는 발표와 관련된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발표 내용 
생성을 위한 연습이 되는 쓰기 활동도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교재를 통해 발표에 
대한 심화 학습을 제공받았거나 발표 수행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면 학습 동기나 발표 경험
의 정도가 낮은 기초 수준과 같은 한국어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 

채워 이를 바탕으로 말하게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교재에 제시된 소개하기나 이야기하기가

대부분 이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발표 장르에 대한 학습이 아니라 문법이나 주제 관련

어휘를 연습하기 위한 활동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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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서 논하겠지만 이 발표자의 경우 다행히 교수자가 이러한 부분을 보충해 주어서 이러
한 부분을 극복하고 기초 수준이라도 학문 목적 발표를 수행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분석한 바처럼 각 사례들이 학습한 한국어 교재에서는 ‘발표’를 활동이나 과
제로 접근하고 있다. 기능, 어휘 및 문법, 표현 등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수업에 윤활유와 같은 요소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학문 목적 발표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사례 가]의 발표자가 학습한 서울대 ‘한국어 5A’의 발표 교육 내용과 [사
례 다]의 발표자가 학습한 ‘배재한국어 4’의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주제의 측면을 참조
할 필요가 있다. 학문 목적 발표를 위한 교육은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적합한 주제, 발표
를 위한 전반적인 과정, 형식 구조, 표현, 내용 구성 등을 통합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2) 한국어 교·강사
한국어 교재를 통해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받은 한국어 수업을 유추할 수 있지만,  

해당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교·강사도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교재에 충실한 
교·강사가 있는 반면, 교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내용을 수정, 추가하는 교·강사도 
있다. 교·강사에 의해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가 영향을 받으므로 심층 면담을 통
해 교·강사의 발표에 대한 태도, 발표 교육 시 제공한 내용 및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형식 중심, 결과 중심으로 접근하는 교·강사가 대부분임을 확인하였다. 

전형적인 한국어교육 기관의 말하기 수업의 모습은 [면담 자료 다-13]을 통해 알 수 있
다. 

[면담 자료 다-13]
“한국어교육원에서 말하기 수업하면 선생님, 친구들과 대화. ㉠대화 형식으로 연

습해요. (중략) ㉡말로 만들어가지고 발표문을 그렇게 연습해요.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 이야기해 봐요. 이상형, 고향 소개, 거의 다 이런 거예요.

거의 다 비슷해요. 연습하는 범위가 비슷해요. 한국 문화 중국 문화 차이점 뭐 있

어요? 술 문화 그런 거요.”

[면담 자료 다-13]의 ㉠은 한국어교육 기관의 말하기 수업이 교수자나 동료 학습자들과 
대화를 통해 말하기 활동을 하는 대화 위주로 진행됨을 보여 준다. 발표를 하는 경우에는 
㉡과 같이 정해진 주제에 대해 발표문을 작성한 후, 발표문을 외우거나 보면서 발표를 한
다. 주제는 이상형, 고향 소개, 문화 차이, 술 문화 등의 일상적인 소재로 구성되며, 학습
자는 이에 대해 늘 비슷한 말하기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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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진학한 이후의 한국어 수업에서도 발표를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전형적인 
수업의 모습은 아래의 면담 자료들을 통해 재구할 수 있다. [면담 자료 라-10]과 [면담 자
료 라-11]은 대학 한국어 수업에서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희망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면담 자료 라-10]
“초급 중급 대학 한국어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뭐 초급 대학 한국어 한 번 들었는

데 거기서는 만화 같은 거 보여주고 책 읽으라고 시키고 요약해오라는 것도 있고

거의 동영상 같은 거 보고 듣기 능력을.. 그런 거 밖에 안 했어요. ㉠일상적인 내

용이었어요. 동영상은 한국 생활에 대해서 이런 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고 그

러고... 제일 괜찮은 건 세상을 바꾸는 십오분인가? 그거였어요. 그건 좀 어려운

거 같은데 나머지는 다 간단하고 쉬웠어요. ㉡불충분하다고 느꼈어요. 원했던 수

업이 아니었어요.”

[면담 자료 라-10]은 대학 한국어 수업에서 만화, 동영상, 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
국어에 접하는 기회가 있지만 ㉠과 같이 일상적인 소재와 주제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업은 ㉡을 통해 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사례 라]는 이에 대해 깊이 아쉬움을 느끼면서 [면담 자료 라-11]과 같이 희망하는 수
업을 말한 바 있다. 

[면담 자료 라-11]
“말하기는 배운 대로 어휘 그런 거 다 쓸 수 있지만 발음이 잘 안 되어서 애들 앞

에서 발표하러 나갈 때 자기도 못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해요. 어휘는

전문어 그런 걸 많이 배우고 싶어하고 아는 뭐지? 2급 정도 한국어연수에서 배웠

던 거는 학교에서 발표할 때는 많이 쓰는 게 아니라서 배우고 싶어요.”

[사례 라]의 발표자는 [면담 자료 라-11]을 통해 자신 없는 발음은 회피하게 된다는 점
과 전문어를 배우고 싶다는 점을 밝힌다. 이를 통해 발표자가 갖는 발음에 대한 부담, 음
성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 학습자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충
분한 연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발표자가 말한 전문어는 일상적
인 소재에 나타나는 일상 어휘나 기초 어휘가 아닌 공식적 말하기나 학문 목적 발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고도구어를 의미한다. 발표자들은 사고도구어의 존재를 어렴풋이 인지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습 요구를 가지고 있다. 아래의 [면담 자료 다-14]는 대학 한국
어 수업에서 발표와 관련하여 다루는 내용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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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자료 다-14]
피: 대학 한국어 수업에서 발표는 좀 배웠어요.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발표

시작할 때 어떤 표현, 끝날 때 쓰는 표현 이런 거요.

연: ㉡구조나 내용은 배웠어요?

피: 아니요, 그런 건 안 배웠어요. 그런 건 쓰기 수업이 있었어요. 교양으로. 거

기서 배웠어요. 그것도 외국인을 위한 수업 아니고 한국 학생하고 같이 배우

는 수업이었어요.

연: ㉢발표하는 준비 과정을 도와주셨어요?

피: 그런 거 없어요. 기말고사 없고 발표를 대신에 해요. 주제는 자기가 정하는

거고, ㉣한 학기동안 배운 표현 쓰라고 하고 그런 거. 발표문 쓸 때 오늘 문

법 배웠구나, 표현 배웠구나 그렇게 조금 조금 쓰고.

연: ㉤자세나 태도, 시선이나 유창성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배운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거예요?

피: 네.

연: ㉥유창성을 기르려면 이렇게 연습해봐, 내용은 이렇게 구성하는 게 좋아 이

런 거는 들은 적 없었어요?

피: 없어요. ㉦내용은 외국인 수업에서 이런 거 더 넣으면 좋겠다고 발표 끝난

다음에 약간 이야기 있었어요.

연: 과정에는 없었고요?

피: 네, 없었어요.

[면담 자료 다-14]의 ㉠, ㉡, ㉣, ㉤, ㉥을 통해 발표 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즉 담화표
지어 중심의 내용만 배웠음을 알 수 있다. 발표의 구조나 내용, 자세나 태도, 음성 전달 등
의 측면은 전혀 배우지 않았다. 오히려 내용 구성이나 구조는 쓰기 수업에서 배운 적이 있
다. ㉢, ㉦을 통해서는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강사의 도움이나 피드백이 없었으며, 
발표가 끝난 후에야 내용을 보완하라는 피드백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교·강사는 이 수업
에서 결과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사례 마]는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면담 자
료 마-14]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 살펴보자. 

[면담 자료 마-14]
피: 책의 내용이나 신문 기사 내용도, 자기가 자유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있어요.

연: 여러 가지 다 경험했어요? 그럼 여러 가지 배울 때 내용을 어디서 자료를 찾

아서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는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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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네

연: 단계마다? 발표하기 전 다 도와주시고?

피: 네

연: ㉠발표를 준비하려면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찾고, 내

용을 만들고, 글을 쓰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이런 여러 단계가 있는데 선

생님들이 그런 단계 하나하나마다 다 도와주셨어요? 아니면 종이를 써서 드

리면 피드백을 적어 주셨어요?

피: 단계마다 다 해주셨어요.

연: 단계마다? 몇 급부터요?

피: 아마 4급? 부터? 계속

[사례 마]에서는 [면담 자료 마-14]의 ㉠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주제 선정, 자료 수집, 
내용 구성, 발표문 작성, 파워포인트 작성 등 단계마다 교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즉 발표 후에만 피드백을 받는 여타 사례들과 달리 과정 중심의 접근으로 배웠다. [사례 
마]의 발표자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낮은 학습 동기와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고 있
다. 학문 목적 발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불리한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
초 수준의 학문 목적 발표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교·강사의 과정 중심적 교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면담 자료 라-12]를 보면 발표 과제 수행을 위한 선수 학습 수준을 교수자가 간과하고 
있다. 

[면담 자료 라-12]
피: 3급 때 이제 학교 들어가야 하니까 연습해야 된다고 해서 한 번 했었어요.

자기 고향에 대해서 5분, 10분 정도 발표했어요. 한국어로 한 첫 발표였어

요.

연: 선생님께서 자세한 발표 방식을 알려주셨어요?

피: 아니요, 그냥 해오라고. 한국어로 피피티도 처음 써봤어요.

(중략)

피피티는 30분 정도 배웠어요. 강사실에서 선생님이 뉴슬라이드? 사진 불러

올 수 있고 그런 거 배웠어요. 선생님께서 피피티 해라 그러셨는데 할 줄 몰

라서 제가 따로 알려달라고 찾아갔어요.

[사례 라]의 경우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여 발표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는데 파워포인트 조
작이나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강사실로 찾아가 30분 정도 슬라이드 
작성법을 배웠다고 한다. 언어 외적인 요소(파워포인트나 프레지 등 발표 보조 자료)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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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에게 요구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발표 보조 자료를 작성하는 데는 컴퓨
터 활용 능력과 더불어 매체에 따른 언어 형식 사용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강사 대부분이 형식적, 기능적, 결과 중심의 말하기, 발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발표를 수행한 [사례 가]는 교·강사 이외의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사례 다]와 [사례 라]를 통해서는 대학 한국어 수업에서 
학문 목적 발표에 필요한 사고도구어, 발표의 형식 구조, 내용 구성, 음성 전달 등의 내용
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례 마]를 통해서는 학문 목적 발표를 
수행하는 데 여러 불리한 여건에 놓인 학습자에게는 교·강사가 단계마다 개별적인 지도를 
하는 과정 중심적 접근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자국어 교육
자국어 교육에서 발표에 대해 교육을 받았거나, 다른 친구의 발표를 보거나, 자신이 직

접 발표를 수행해 본 경험에 따라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 목적 발표에 나타나는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자국어 교육에서 발표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나 발표를 수행해 본 
경험의 정도에 따라 사례를 분류하면 <표 Ⅳ-5>와 같다. 

사례 가 사례 나 사례 다 사례 라 사례 마
발표 교육 ○ Ⅹ Ⅹ Ⅹ △
발표 수행 ○ ○ Ⅹ ○ Ⅹ

<표 Ⅳ-5> 자국어 교육에서 발표 교육 및 발표 수행의 경험

자국어 교육에서 발표 교육 및 경험과 발표 수행의 수준은 [사례 가], [사례 나], [사례 
라], [사례 마]에서는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발표 교육 및 수행의 경험이 가
장 풍부한 [사례 가]의 발표자는 우수 수준의 발표를 수행하였으며, 자국어 교육에서 발표 
교육 및 수행의 경험이 빈약한 [사례 나]와 [사례 라]는 보통 수준의 발표를 수행하였다. 
발표 교육 및 수행의 경험이 매우 빈약한 [사례 마]는 기초 수준의 발표를 수행하였다. 이
를 통해 자국어 교육에서 발표 교육이나 발표 수행의 경험 정도가 한국어 발표 수행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례 다]의 경우는 자국어 교육에서의 발표 학습 경험 
외적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먼저 우수한 발표를 한 [사례 가]의 발표자는 일본에서 매주 
발표 세미나 수업을 수강한 경험을 [면담 자료 가-12]와 같이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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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자료 가-12]
“일본어지만 매주 발표를 하는 세미나도 들었고 영어로 발표에 대한 수업도 들었

었기 때문에 잘하는 발표가 어떤 건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잘하는 친

구들을 보면서 제가 준비해온 발표 내용과 비교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연습도

했습니다.”

[사례 가]의 발표자는 자국어 교육에서 발표 세미나를 통해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하고 발표 내용을 마련하여 발표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익히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잘하는 친구들의 발표를 보면서 자신의 발표와 비교해 보며 더 잘하기 위해 연습도 
많이 했다고 한다. 

베트남 어를 모어로 하는 [사례 나]의 발표자는 모어 발표 교육이나 발표 수행의 경험이 
거의 없는 편이다. [면담 자료 나-10]을 통해 고등학교까지는 발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발표 수행할 기회가 없었으며, 발표 수행의 기회는 대학교부터 주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면담 자료 나-10]
“베트남에 발표 교육을 안 받았어요. 대학교에서 몇 번 해 봤어요. 이학년 때부터

교양 과목 발표도 있고 한국학 발표도 있어요. 교양 과목은 과목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며 한국학 과목은 한국 문화, 한국 정치, 한국 경제, 한국어 표현 등의 주

제를 해야 해요. 발표 목적은 주로 대중 소개함이나 설명함이란 베트남 대학교의

발표 특점이에요. (중략) 근데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은 그냥 듣기만 하고

판단하는 거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내용 생성, 조직, 언어 표현, 전달

등 모두가 3-4 주일 동안 팀으로나 스스로 준비해 발표해요.”

발표자는 대학교 때 대부분 교양 과목이나 한국학 수업에서 강의와 관련된 주제에 대하
여 주로 설명하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 3~4주 동안 팀 또는 개인별로 자체적으로 준비하
고 준비 과정 중에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으며, 발표 수행 후에도 학습자 수가 많아 교수
자는 듣기만 하고 피드백을 주지 않았다.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사례 다]의 발표자는 [면담 자료 다-15]처럼 자국어 교육에서는 
발표 교육을 받거나 발표를 수행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하였다. 

[면담 자료 다-15]
연: 중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발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발표할 내용을

준비하는 방법이나 발표할 때 쓰는 어휘나 문법, 전달하는 태도나 자세에 대

해 운 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피: ㉠없어요. 중국에 발표 안 해요. 쓰기는 작문 있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 178 -

의견 그런 거.

중국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틀어 발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을 ㉠처럼 
단언한다. 어떤 사건에 대해 의견을 쓰는 작문이 있었다고 비교 설명한 것으로 보아 발표
에 대한 교육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표의 표현이 우수한 [사례 라]의 몽골 어권 화자도 모어 발표 교육을 받은 적은 없고, 
발표를 수행한 적은 있으나 학문 목적 발표는 아니었다는 것을 [면담 자료 라-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면담 자료 라-13]
피: 몽골 어 수업에서는 어휘, 문법을 배워요. 고등학교 때까지 문법 시험을 봐

요. 단어 어원 같은 거. 시제 같은 거. 쓰기도 있는데 문장을 주고 그 뒤에

내용은 이어서 쓰는 거.

연: ㉠자료를 찾아서 긴 글을 써보는 거, 발표하는 거 안 해 봤어요?

피: 네, 안 해 봤어요.(중략) 개인적으로 시 만드는 걸 좋아해서 많이 해 봤는데

그런 건 안 해 봤어요. 친구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도 거의 없어요. ㉡시를

만들었으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고 앉는 거 그런 거. 어떤 날은 칠판

앞에서 칠판에 뭘 쓰거나 하는 거는 있었어요. 묻고 대답하기, 문제 풀기 그

정도 밖에 없었어요. (중략) ㉢사회행정 그런 과목. 이 과목이 제일 많이 발

표해요. 싸우는 것도 있고. 주제는 그 때마다 다른데 사회 무슨 문제가 있나,

선거 그런 거로. 토론을 해요.

발표자는 [면담 자료 라-13]의 ㉠과 같이 자료를 찾아서 내용을 구성하여 이를 바탕으
로 발표한 경험이 전혀 없다. 그리고 ㉡처럼 몽골 어 교육에서 수행한 발표는 자신이 지은 
시를 친구들 앞에서 낭송하거나 교실 앞에서 문제를 풀고 답을 말하거나 하는 정도의 공적 
말하기라고 한다. 다만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행정 과목에서 사회 문제에 대하여 조
별로 입장을 밝힌 후 토론한 적이 있다고 한다. 사회 쟁점에 대한 이해가 교육의 목표이므
로 토론이라는 담화 유형이나 특성에 대한 교육, 발표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어권 화자인 [사례 마]의 발표자는 중국에서 발표 교육을 받은 적은 있으나 본인이 
수행해 본 적은 없다고 [면담 자료 마-15]와 같이 답했다. 그러나 발표 교육에 대한 발표
자의 진술과 사실이 달라 <표 Ⅳ-5>에 ‘△’를 표시하였다. 

[면담 자료 마-15]
연: 중국어로 발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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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있어요.

연: 어떤 내용을 배웠어요? 언제?

피: 고등학교 때 어떤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연: 실제로 연습도 해 보았어요?

피: 방법만 설명해주셨어요.

연: 구체적으로는 어떤 설명을 해 주셨어요?

피: ㉠그 당시 우리 고등학교 반에서 발표할 때 그 목소리하고, 손, 자세를 잘,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어요.

연: 발표는 안 하고?

피: 저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저도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 하면 발표하

는 기회가 있어요. ㉡저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니까 발표하는 기회가 없

어요.

연: 그럼 친구들이 발표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피: ㉢보통 문장을 잘 쓰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발표해요.

연: 문장이라는 것은 글?

피: 작문이요.

연: 시?

피: 작은 소설도 있고, 중국에 있는 문장 종류가 많아요.

연: 그걸 쓰면 그걸 읽는 거예요? 발표가 아니고?

피: ㉣외우고 발표하는 경우가 없고 읽는 거예요. 자기가 쓴 문장이니까 그냥 읽

어요.

연: 그럼 한국에서처럼 자료 찾고 설문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은 없었어요?

피: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숙제에 대해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거예요.

연: 무슨 과목이요?

피: 국어, 영어 이런 거.. 다 있어요. 이런 사회 조사에 대해 발표하는 경우가 없

어요. ㉤다 숙제 문제에 대해 발표해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 문제 해야 해요? 어떤 영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해요?

이런 거예요.

연: 아 문제에 대해 답을 말하는 발표요? 주제 발표는 없고요?

피: 네 이런 주제 발표는 없어요.

[면담 자료 마-15]를 통해 [사례 마]의 발표자는 대중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을 모두 발표
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처럼 자기가 쓴 문장을 친구들 앞에서 읽거나 
숙제로 수학 숙제를 풀고 문제에 대한 답을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모두 발표라고 한
다. 그러므로 ㉠에 제시된 것처럼 발표자는 교사가 비언어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을  
발표 교육을 받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발표자는 발표자의 진술과는 달리 발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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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발표 시 사용해야 하는 언어 표현, 형식 구조, 발표를 준비하는 절차 등의 본격적인 
발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덧붙여 그는 ㉡처럼 자신이 공부를 못했
기 때문에 발표해 본 적이 없음을 밝혔다. 

위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어, 베트남 어, 몽골 어를 모어로 하는 학부 과정 한
국어 학습자는 자국어 교육과정에 발표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수업 중에 발표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 다]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국어 교육에서의 발표 교육 및 경험은 제이언어를 사용한 학문 목적 발표의 수준
과 상당한 개연성을 갖는다. 심지어 [사례 마]와 같이 자국어 교육에서의 발표 교육 및 수
행의 경험은 자아 개념을 형성하여 이 때 형성된 자아 개념이 한국어 발표에도 영향을 미
친다. 그러므로 자국어 교육에서의 발표 교육과 발표 경험으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부분을 학문 목적 발표 교육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외국어 교육
전체 사례 중에 한국어 외의 외국어 교육에서 발표를 경험한 학습자는 [사례 가]에 한정

되어 있다. [사례 가]의 발표자는 모어로 발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으나 영어 수업에서 발
표 교육을 받았다. 그 경험을 [면담 자료 가-13]과 같이 설명한다. 

[면담 자료 가-13]
“스티브잡스의 프레젠테이션 너무 유명하잖아요. 스티브잡스의 프레젠테이션 분석

하는 그런 영어 수업을 들었었어요. 파워포인트도 그 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틀을 없애고 요점만 세 개 빡빡 주는 게 보는 사람이 인상적이고, 그런 내용을

배웠는데 그런데 영어라가지고 다 이해는 못했는데….”

영어 수업에서는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분석하며 발표 보조 자료 작성법까지 
매우 상세하게 다루었다고 한다. 이 수업을 통해 자신만의 발표 보조 자료 작성 방법(노트
에 미리 슬라이드 작성해 보기 등)을 익혔으며 요점을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인상적인 
발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한다.

모어(일본어) 발표 경험이 풍부하며 원어민 화자가 강의하는 서구 문화권 지향적인 영
어 수업을 수강하였으므로 발표의 내용과 형식에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를 감지하였을 가
능성dl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모어(일본어), 제이언어(한국어), 외국어인 영어 발표에서 
차이를 느꼈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면담 자료 가-14]와 같이 ‘일본은 요점만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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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하는데 한국은 슬라이드나 발표에 내용이 많은 편이다. 심지어 원고나 보고서를 그대
로 옮긴 경우도 많다.’라고 답하였다. 

[면담 자료 가-14]
“일본은 보다 요점만 제시하려고 하는데 한국어는 슬라이드나 발표에 내용이 많은

편이에요. 여기서는 원고나 보고서를 그대로 피피티에 옮기는 경우도 많아서 그

럼 청중은 듣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읽고만 있어도 되니까 발표가 아닌 거 같아

요.”

이는 학문 목적 발표 장르를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봐야 하는 근거가 된다. 언어와 문
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언어는 문화를 드러내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문화를 반영하
고 특정 문화를 만들고 표현”한다(이미향, 2011: 115).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표를 그대로 모방하는 화자가 아니라 학문 담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국
어 모어 화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더 나은 학문 목적 발표 장르를 창조해 낼 수 있는 주체
로 봐야 한다.78)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와 모어의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면
서, 보다 나은 학문 목적 발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Ⅳ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 자아 개념, 학습 동기, 발표 불안 등과 같은 개인차, 학습자가 통제할 수 없는 교재, 
교·강사, 자국어 교육, 외국어 교육 등이 학문 목적 발표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즉 언어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의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모두 학문 목적 발표의 배경 요인이
다. 발표 양상과 이러한 배경 요인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배경 요인들은 발표 양상에 복합
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지적 요인 중 발표 보조 자료를 예로 들면 발표 보
조 자료의 오타는 음운 및 음성 층위에서 분절음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사례 마]). 그리
고 발표 보조 자료가 수정되기 전의 파일을 준비해 왔을 때 당황하여 말더듬과 휴지가 다
수 발생한다([사례 다]). 사회·문화적 요인 중 한국어 교재를 예로 들면 발표 교육 내용의 
부재로 담화 층위에서 학문 목적 발표의 형식 구조를 생성해 내지 못하거나 어휘 및 문법 
층위에서 사고도구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사례 라])가 있다. 또한 배경 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 특히 정의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인지적 요인과 언어적 요인

78) 학문 목적 발표에 대한 장르적 접근의 유용성을 다룬 Ⅱ장에서 논의하면서 매케이와 페니쿡

의 주장을 언급한 바 있다. 매케이는 서로 다른 문화를 포용하는 국제적 목표 문화를 추구하

고 있으며, 페니쿡도 비원어민 화자들이 학문 목적 발표의 정형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 비

판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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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러하다. 예를 들어 학습 동기가 낮은 학습자의 경우 발표를 충실히 준비하지 못하며
([사례 마]), 자국어 교육에서 발표 교육이나 발표 수행의 경험이 빈약한 경우 자료를 수집
하거나 내용을 조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사례 나]).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 중 외국
어 교육에서 발표 교육과 경험이 풍부한 경우 인지적 요인 중 하나인 발표 보조 자료 작성
의 문화 차이를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다([사례 가]). 

 블룸(Bloom, 1976)은 ‘아주 좋은 조건 하에서는 개인차가 거의 사라지지만 불리한 학
습 조건하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크게 부풀려서 나타난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김수동, 
2001: 184). 이는 교육을 통해 좋은 학습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배경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지니고 있는 배경 요인들을 고려한 학문 목적 발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설계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Ⅴ장에서 이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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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설계

Ⅲ장과 Ⅳ장을 통해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 목적 발표 양상과 그에 영향을 미
친 배경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문 목적 발표의 담화 층위, 어휘 및 문법 층위, 음
운 및 음성 층위에 나타난 양상이 언어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의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
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을 위해서는 
개별 학습자가 가진 배경 요인을 교육의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반
영하여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수행하는 발표의 현재 상태와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목표 간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문 목
적 발표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 목표, 내용, 방법에 대한 관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각 개념
에 대한 정의는 필연적으로 이들 간의 관계와도 얽혀 있다. 예를 들어 교육 목표를 정의하
는 데 있어서 ‘지식’이란 용어를 사용할 경우 교육 내용에서의 지식과 중첩되어 목표로서
의 지식과 내용으로서의 지식을 분리할 것인가, 통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 목
표, 내용, 방법에 대한 개념과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교수-학습의 설계
가 달라진다. 본고는 박종훈(2005), 김대행(2012), 이홍우 외(2003), 민병곤(2006)의 논의
를 검토하여, 교육 목표는 산출로서의 학습 결과이고, 교육 내용은 투입으로서의 지식이자 
지식을 경험하는 것이며, 교육 방법은 교육 내용을 통해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과정 중
에 있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1.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목표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는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발표자의 역할을 자각하고, 
학문 목적 발표가 지식의 공유를 통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발표 준비를 충실히 이행하여, 통일성 있는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정확하면서도 적절하며 다양한 어휘 및 문법으로 표현하며, 정확하고 유창하게 전달해야 
한다. 기존의 한국어교육은 대개 언어 사용자가 갖추어야 하는 능력에 대해 형식과 기능을 
위주로 다루어 왔다. 이로 인해 언어의 역동적인 행위라는 측면을 간과하고 고정적이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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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인 언어 규범을 가르치는 데 열중해 왔다. 그러나 제이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는 한
국어를 사용하는 담화 공동체와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 능력과 인지·학술적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켜 감을 고려할 때,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취할 필
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는 민병곤(2005)의 논의와 미국의 외국어 교육 성격 5C를 참조할 만하다. 
민병곤(2005: 313)에서는 화법 교육에 대한 관점을 형식적(formal), 기능적(functional), 
전통 문화적(cultural heritage), 비판적(critical),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으로 분
류한 바 있다. 형식적 관점은 언어의 올바르며 정확한 사용, 기능적 관점은 의사소통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과 방법의 활용 능력, 전통 문화적 관점은 문화 유산의 계승, 비판적 관
점은 특정 언어문화에 대한 객관적이며 비판적인 수용 능력, 개인적 성장 관점은 의사소통
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습관과 태도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 외국어 교육의 목표(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79)인 5C는 ‘Communication’, ‘Cultures’, ‘Connections’, 
‘Comparisons’, ‘Communities’의 약자로 ‘의사 전달’, ‘문화 터득’, ‘다른 학문과의 연
계’, ‘비교’, ‘다문화 사회에의 참여’80)를 의미한다. 의사 전달은 해당 외국어로 대화하고 
구어, 문어를 해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문화 터득은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고 
이해하는 것, 다른 학문과의 연계는 외국어를 통해 다른 학문들의 영역으로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것, 비교는 언어와 문화의 본질에 대한 통찰, 다문화 사회에의 참여는 자신을 둘러
싼 다양한 사회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위의 두 논의를 비교하면 형식적, 기능적 관점은 의사 전달, 전통 문화적 관점은 문화 
터득, 비판적 관점은 다른 학문과의 연계 그리고 비교, 개인적 성장은 다문화 사회에의 참
여와 유사하다. 자국어로서의 화법 교육(민병곤)이나 외국어 교육(5C) 모두 의사전달능력
을 기본적으로 전제한 후, 문화, 비판, 개인적 성장, 사회 참여, 다른 과목과의 연계 등 폭
넓은 영역을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목표에 
대한 포괄적이며 총괄적인 접근이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
를 위한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은 특히나 모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

79) http://www.actfl.org/sites/default/files/pdfs/public/StandardsforFLLexecsumm_

rev.pdf (검색일 2013년 10월 25일)

80) 손호민(1999)의 번역을 참조하였으나 Connections의 번역인 ‘다른 학과목과의 연계’는 ‘타

학문과의 연계’로 수정하였다. 원문에 “connect with other disciplines’로 제시되어 있는데

맥락상 ‘학문’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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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교착점인 제이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므로 더욱 그러하다. 
본고는 이를 기반으로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목표를 언어의 형식과 기능, 비판적 사고, 

개인적 성장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수립하였다.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목표는 학문 목적 
발표 장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과 방법을 알
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목표가 달성되면 [그림 Ⅴ-1]처럼 언어 능력 신장
을 바탕으로, 한국의 언어문화와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 문화에 대해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수용이 가능하며, 인지적 학술 능력에서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향상된다. 이러한 
학습자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개인적 성장을 이루게 되면, 이들
이 속해 있는 학문 담화 공동체는 동반 성장하게 된다. 

개인적 언어능력 및 사고력 신장에 기반한 학문 담화 공동체의 성장

학문 목적 말하기 능력 및 비판적 사고력 신장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목표

1)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본질을 파악한다. 
   2) 학문 목적 발표 장르에 맞는 논리적인 담화의 구조와 내용을 생성한다. 

3) 학문 목적 발표 장르에 적절하고도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다. 
4) 학문 목적 발표를 명료하고 유창하게 한다. 

[그림 Ⅴ-1]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목표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목표는 첫째, 학문 공동체로서의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학문 목적 발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학문 목적 발표의 궁극적 목
적은 지식 공유 및 창출을 통한 학문 담화 공동체의 발전 및 성장에 있다. 학문 담화 공동
체를 구성하는 발표자, 대화 참여자들이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
고 이를 바탕으로 학문 담화 공동체의 새로운 지식이 창출된다는 점을 학습자가 인식할 필
요가 있다. 학문 목적 발표는 청중인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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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표자, 교수자, 동료 학습자의 개인적 성장, 나아가 공동의 성
장을 위한 상호작용행위이다. 

둘째, 학문 목적 발표 장르에 맞는 논리적인 담화의 구조와 내용을 생성한다. 주제의 단
일성(unity)과 의미적 연결 관계(coherence)를 포괄하는 통일성을 갖춘 담화를 생성하고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문 목적 발표 장르에 적합한 형식적 구조를 갖추
어야 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주제 전개 방식, 의미 구조 형성 방식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단위화제 내의 주제부를 뒷받침하는 설명부를 논리적이며 풍부한 
내용으로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문 목적 발표 장르에 적절하고도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다. 학문 목적 발표라는 
비교적 격식적이며 공식적인 상황,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라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된 
청중, 구어를 매개로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학문적
인 주제를 다루므로 학문 목적 발표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확한 개념을 전달하여 청중의 이
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고도구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한 의
미를 전달하더라도 유의어나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양한 범위의 어휘를 사용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문 목적 발표를 명료하고 유창하게 한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중급 이상
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고 여전히 발음의 정확성이나 유창성에 있어서 미진
한 부분이 있다. 그들은 한국어가 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국어 모어 화자와 동
일한 수준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청중이 발표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정확성과 유창성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개인적 성장의 관점, 비판적 관점, 형식적 관점, 기능적 관점에서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목표를 살펴보았다. 전통 문화적 관점은 본고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제이언어로서의 학문 목적 발표에서 목표 언어의 관습 및 문화에 대한 
무비판적인 계승은 학문 담화 공동체의 성장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
째, 일부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자국어에서 발표나 발표 교육에 대한 경험이 풍
부하지 않아 비교 문화적,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학문 목적 발표의 
명시적인 목표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이상에서 수립한 학문 목적 발표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 내용 
범주와 각 범주에 속하는 교육 내용 요소를 상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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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내용 

1) 학문 목적 발표 교육 내용의 구조
학문 목적 발표 장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타당한 내용 범주를 설정하기 

위해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국어과 교육과정, 교수설계이론 중 메릴(Merrill)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Component Display Theory) 등을 고찰하였다.81) 그 결과, 이들은 
각 교육과정의 목표와 특성 그리고 교과목의 성질에 따라 가장 적합한 교육 내용 범주를 
설정하고자 언어 기능, 지식의 성격, 언어 특질, 수행 수준 등 다양한 준거에 근거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고찰한 교육 내용 범주를 학문 목적 발표에 적용해 보았으나 이
러한 방식으로는 학문 목적 발표 장르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존의 
내용 범주에 학문 목적 발표를 끼워 맞추어 교육 내용을 구조화하면 학문 목적 발표 장르
의 속성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속성에 따라 교육 내용 영
역을 설정하였으며, 이때 설정한 내용 영역이 기존의 내용 범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내용 영역은 학문 목적 발표 교육 목표로부터 도출하여 ‘학문 
목적 발표의 본질 이해’, ‘학문 목적 발표의 내용 생성’, ‘학문 목적 발표의 내용 조직’, ‘학
문 목적 발표의 표현’, ‘발표자의 태도’이다. 이들을 기존의 교육 내영 범주 체계에 대입해 
보면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본질 이해는 ‘지식’과, 학문 목적 발표의 내용 생성 및 조직, 
표현은 ‘기능’과, 발표자의 태도는 ‘태도’와 연관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지식, 기
능, 태도’의 범주 체계를 차용하여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내용을 선정한 것이 아니다. Ⅲ
장과 Ⅳ장에서 확인한 학문 목적 발표와 관련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선정
한 학문 목적 발표 교육 내용 범주가 지식, 기능, 태도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
로  내용 범주라는 용어가 지닌 잠재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내용 

8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2010)에서는 ‘화제(주제)’, ‘언어 지식(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 ‘언어 기술(과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화(문화 지식, 문화 실행, 문화 관

점)’를 목표 및 내용 범주로,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

호)에서는 ‘지식’, ‘기능’, ‘태도’, ‘실제’를 내용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어과 교육과

정에 대한 논의로는 언어의 특질에 따라 ‘지식’, ‘경험’, ‘수행’, ‘태도’를 제안한 김대행(2005),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본질, 원리, 태도, 실제’에 대하여 비판적 접근을 취하며 ‘텍스트’,

‘언어·구조적 자질’, ‘인지·기능적 전략’, ‘사회·문화적 맥락’을 내용 범주로 제안한 민병곤

(2004) 등이 있다. 메릴은 내용 영역과 수행 수준을 결합하여 이차원적 매트릭스로 교육 내

용 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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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우선 ‘학문 목적 발표 본질 이해’부터 시작하여 각 내용 영역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Ⅲ

장과 Ⅳ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은 학문 목적 발표의 교수-학습
적 기능, 학문 목적 발표 목적의 다층성, 학문 목적 발표의 수사적 특질, 청중의 학문 담화 
공동체적 속성 등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학문 목적 발표는 교실에서 이
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거나 교양 수준의 화제 중심으로 이
루어지며 발표자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 공유와 창출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전제로 구
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학문 목적 발표는 현재 대면하고 있는 청중, 교수자
의 의도, 과제라는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상황으로 인해 표면적인 목적, 발표자의 의도 등 
목적에 있어서 다층성을 지니게 된다. 발표자, 목적, 화제 등이 상호작용하는 맥락 속에서 
학문 목적 발표가 이루어지므로 특정 학문 담화 공동체 내에서 전형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지닌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러한 학문 목적 발표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교육 
내용 요소로 ‘학문 목적 발표의 맥락’, ‘학문 목적 발표의 수사적 특질’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학문 목적 발표의 내용 생성을 살펴보겠다. Ⅲ장과 Ⅳ장의 분석 결과, 학부 과
정 한국어 학습자들은 발표 내용의 생성 과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였다. 학문 목적 발표
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사전에 발표를 준비할 시간이 주어진다. 이때 내용을 생
성을 위해서는 주제의 범위를 선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청중을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
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문 목적 발표의 내용을 잘 생성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 요소로 ‘주제의 범위 선정’, ‘자료의 수집’, ‘내용 선정’을 채택하
였다. 

학문 목적 발표의 내용 조직에 있어서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는 형식 구조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며 다양한 주제 전개 방식 및 의미 구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등 여
러 문제가 있었다. 학문 목적 상황에서는 발표자의 발표를 통해 학문 담화 공동체가 학습
한다. 이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가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 공유와 창출에 막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이 일관성 있는 발표 
내용을 잘 구성하도록 ‘주제 전개 방식’, ‘형식 및 의미 구조’, ‘소주제와 설명부의 연결’을 
교육 내용 요소로 선정하였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은 학문 목적 발표의 표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부족한 부분
이 확인되었다. 어휘 및 문법 그리고 발음에 있어서도 정확성이나 다양성뿐만 아니라, 유
창성에 있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 학문 목적 발표의 내용은 어휘 및 문법 그리고 음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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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층위에 의해 전달된다. 이때 사용하는 어휘 및 문법은 발표자의 사고 수준과 준비 정
도를 드러내며, 청중의 내용 이해와 발표자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는 정확하며, 다양하며, 적절한 어휘 및 문법을 사용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
문적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고도구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발표자가 이해할 수 없게 발화한다면 아무 소용
이 없다. 발표는 발화 즉시 소멸되어 버리는 음성을 매개로 하므로 모어 화자가 아닌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속도, 말더듬 등은 청중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
을 미친다. 그러므로 교육 내용 요소로 ‘적확한 표현’, ‘다양한 표현’, ‘유창한 표현’을 선정
하였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는 발표 시 학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발표 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의 중
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발표자의 태도를 교육 내용 영역으로 선정하
였는데 여기에서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담당해야 
하는 ‘발표자의 역할’과 학문 목적 발표에 대해 견지해야 하는 ‘발표자의 자세’를 다룬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 영역별 내용 요소82)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Ÿ 학문 목적 발표의 본질 이해

① 학문 목적 발표의 맥락

② 학문 목적 발표의 수사적 특질

Ÿ 학문 목적 발표의 내용 생성

① 주제의 범위 선정

② 자료의 수집

③ 내용 선정

Ÿ 학문 목적 발표의 내용 조직

① 학문 목적 발표의 주제 전개 방식

② 학문 목적 발표의 형식 및 의미 구조

③ 소주제와 설명부의 연결

82) 학문 목적 발표 교육 내용의 요소로 비언어적 요소나 발표 보조 자료의 시각화 등이 존재하

나 여기에서 연구자가 제안한 교육 내용 요소는 본 연구로부터 추출된 것으로만 구성하였다.

Ⅰ장의 연구 방법 및 대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룬 연구 사례 유형별 분석 결

에 한하여 이론화의 범위를 축소하여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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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학문 목적 발표의 표현

① 적확한 표현

② 다양한 표현

③ 유창한 발화

Ÿ 학문 목적 발표의 태도

① 발표자의 역할

② 발표자의 자세

2) 학문 목적 발표 교육 내용의 상세화
본 항에서는 모든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할 필수적인 내용과 학습자 

수준 및 유형별 내용을 내용 요소별로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⑴ 학문 목적 발표의 본질 이해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은 학문 목적 발표의 맥락, 수사적 특질 등 장르의 본질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학문 목적 발표의 장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그에 부합하는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고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특정 장르에 대한 이해와 운용 능
력이 축적되면 새로운 장르를 접하였을 때도 해당 장르의 본질을 좀 더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① 학문 목적 발표의 맥락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의 배경 요인을 분석하였을 때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요인 

즉 발표 경험이나 발표 교육 경험의 부족으로 학문 목적 발표의 맥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학문 목적 발표의 맥락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므로 이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문 목적 발표의 기능을 이해한다.
학문 목적 발표는 우선 청중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구어 행위이다. 

동시에 학문 목적 상황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교수-학습적 기능을 수행
한다. 학문 목적 발표는 교실 수업에서 교수-학습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행위로, 
동료 학습자인 청중은 발표자의 발표를 통해 교과목의 내용을 학습하게 된다. 학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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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의 정보 전달 기능에 대해서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나 청
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학습적 기능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하므로 이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 청중의 학문 담화 공동체적 속성을 이해한다.
학문 목적 발표 상황에서 담화 공동체는 서로 대면하고 있는 발표자, 교수자, 동료 학습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잠재적인 참여자로 구성된다. 직접 대면하고 있는 교수자, 동료 학습
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진행되므로 교수자의 발표 개입할 수 있다. 가령 발표자가 
잘못된 내용을 전달할 때 교수자가 발표 중에 직접 개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무례한 행동으로 해석하고 방어적 태도를 취해서는 곤란하다. 이는  발표자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교수-학습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발표 내용을 보충하거나 잘못된 내
용을 정정하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잠재적 참여자는 현재 대면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학문 담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을 말하는데, 다음 학기에 동일한 발표 과제를 수행
할 후배들이 될 수도 있으며, 타교과목의 동료 학습자일 수 있다. 현재 수업에서 수행된 
발표를 교수자가 다음 학기에 예제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현재 수업에서 발표를 수행하였
던 발표자가 다른 수업에서 이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문 담화 공동
체의 존재 여부, 학문 담화 공동체 내 주체들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도록 가르쳐 학부 과
정 한국어 학습자가 발표 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학문 담화 공동체, 구체적으로는 동료 
학습자 그리고 교수자라는 청중을 고려해야 한다. 

⒞ 학문 목적 발표 목적의 다층성을 이해한다.
학문 목적 발표의 목적은 다층성을 지닌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는 학문 담화 공동

체 안에서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창출이라는 궁극적인 목적, 지식과 정보를 전달한다는 표
면적 목적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며, 이외에도 교수자가 과제를 제시한 의도 및 목적, 발표
자의 숨은 의도와 같은 심층적 목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대화 참여
자, 상황 맥락, 관습, 담화 공동체 등의 다양한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목적이 
설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발표의 목표는 대개 교과목, 동료 학습자, 교수
자, 과제 등 상황의존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나 발표자가 주도적으로 이를 설정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② 학문 목적 발표의 수사적 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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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목적 발표는 논리적인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고 이
에 공감하도록 하는 데 특징이 있다. 청중이 발표자의 견해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발표자가 준비한 근거 자료, 내용의 타당성과 논리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발표 내용의 논리성, 타당성 등에 청중이 의문을 품고 발표자를 불신하기 시작하면 그 학
문 목적 발표는 지식을 공유하고 창출하는 수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견지에
서 학문 목적 발표는 근본적으로 논증의 수사학에 기반하고 있다. 발표 내용을 유려하고 
독특한 색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데 그 무게가 실려 있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청중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화자나 근거 자료의 권위에 기대는 에토
스(ethos), 청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파토스(pathos), 발표자의 주장을 논리적이며 이성적
으로 실증하는 로고스(logos)를 논의한 바 있다. 이 중 학문 목적 발표는 일반적으로 로고
스나 에토스의 성격이 강하다.83) 시대, 지역, 문화, 학문 담화 공동체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학문 목적 발표의 수사적 특질에는 전형성과 자율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학부 과
정 한국어 학습자들은 학문 목적 발표의 양면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학문 목적 발표의 전형적인 수사적 특질을 이해한다.
담화 공동체의 암묵적 관습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 담화 공동체에 갓 입문

한 초심자는 숙련된 화자가 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학문 담화 공동체
에서 인정하는 또는 통용되는 학문 목적 발표의 전형적인 수사적 특질을 알 필요가 있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는 학문 목적 발표 시 자신이 속한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자주 사
용되는 수사적 특질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형적인 수사적 형태의 존
재를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학문 목적 발표에 드러나는 수사적 특질의 역동성을 이해한다.
학문은 늘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므로 학문 담화 공동체의 암묵적 관습은 변화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현재는 발표 보조 자료로 파워포인트가 가장 범용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향
후 학문 목적 발표에서 발표 내용을 더 잘 표현하고 전달하는 도구가 프레지라는 데 담화 
공동체가 합의를 이루면 프레지의 사용이 보편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사적 특질도 프
레지에 맞는 형태로 변화될 것이다. 이처럼 학문 목적 발표 담화에는 전형성과 자율성이 

83) 예술을 감상하는 강좌에서는 물론 파토스에 중점을 둔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감상’이

아니라 ‘이론’이나 ‘분석’을 위주로 하는 미학 수업에서는 여전히 로고스나 에토스적 성격이 강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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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⑵ 학문 목적 발표의 내용 생성

학문 목적 발표를 위한 내용 생성은 발표 과제에 적절한 범위의 주제를 선정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며, 유의미한 내용을 선정하여 학문 목적 발표에 적합한 자료를 
작성하는 하위 단계로 구성된다. 학문 목적 발표의 내용 생성이 학문 목적 발표 수행의 질
을 결정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나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즉 각 단계를 착실히 이행하면 우수
한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본고에서 분석한 사례들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발표 
수준이 우수할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내용 생성 단계를 거쳤으며, 내용 생성에 대한 메타 
인지를 하고 있었다. 학문 목적 발표의 내용 생성 단계는 모두 이행되어야 하거나, 선형적
인 순서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 하위 단계는 병렬적으로 이행될 수도 있으며 
특정 단계를 생략할 수도 있고 전 단계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우수한 발표자에게는 각 상
황 맥락에 따라 발표 준비의 하위 단계를 생략하거나 반복하거나 추가하는 등 유연하게 변
용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① 주제의 범위 선정
학문 목적 발표에서는 주제의 범위 선정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한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는 구어 행위이므로 주제의 범위를 시간 내에 다룰 수 있도록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주제의 범위에 따라 다루어야 할 세부 내용의 양이나 깊이
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발표에서 다루는 내용의 양이나 깊이가 청중의 이해도와 상당히 깊
은 관계가 있으므로 적절히 초점화된 주제를 선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내용을 풍부하게 생
성하는 것이 좋다.

⒜ 학문 목적 발표 과제의 의도를 파악한다.
학문 목적 발표는 발표자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단순한 활동이 아

니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는 수업에서 과제가 주어지는 의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말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중간 점검용 발표인지, 수업에서 새로운 주제로 넘
어가기 위한 도입용 발표인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보는 발표인지 등을 파악해야 
주제의 범위를 보다 적절히 선정할 수 있다. 

⒝ 주제를 초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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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분석한 사례들은 학습자가 주제를 선정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교수자가 발
표의 구조, 주제의 범위, 형식 및 절차, 방향 등을 제한한 테두리 안에서만 세부 주제 선정
이 가능하였다. 예를 들어 [사례 가]는 발표자가 자율적으로 주제를 정하였으나 교수자가 
제시한 사회 계층과 불평등과 관련된 세부 주제를 선정해야 했으며, [사례 나]도 발표자가 
자유 주제를 선택하였으나 청중을 고려하여 설득적 말하기를 할 것이라는 발표의 방향과 
방법이 교수자로부터 주어졌다. [사례 다]는 발표자가 자유롭게 특정한 교재를 선택하였으
나 교재를 분석하는 방향 및 방법은 교수자에 의해 지정되었다. [사례 라]는 자신을 소개하
되 깊이 성찰하고 남들과 차별되는 지점들을 발견하라는 지침을 받았으며 [사례 마]도 마
찬가지로 대학생과 관련된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
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사례 다]와 [사례 라]를 제외하고는 발표자가 주제 범위를 직접 
선정하였다. 각 사례별 주제의 범위를 살펴보면 기초 수준과 보통 수준에서 주제를 초점화
하지 못하거나, 주제에 따른 주장과 이에 대한 논거가 어울리지 않아 주제를 파악하기 어
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학문 목적 발표에서는 발표자가 말하고 싶은 논의의 초점을 명확하
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② 자료의 수집
제이언어(외국어)로 자료를 수집할 때 드는 노력과 시간은 모어로 자료를 수집할 때보

다 더 많이 소요되므로 신뢰할 만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 신뢰할 만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자료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찾은 자료가 발표에 필요

한 내용인지를 파악하거나, 그 자료가 신뢰할 만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문 
목적 발표를 위한 자료는 대부분 학술 자료에 접근하여 얻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대학
생의 경우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84)하거나 도서관에 비치된 단행본들 중에서 직관적으
로 선택하여 학문 목적 발표의 근거 자료로 삼고 있다. 학술 정보를 제공하는 공인된 사
이트가 존재한다는 사실, 대학 도서관에서 자료 수집에 관한 교육이나 안내가 이루어진다
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신뢰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는 경로와 방법을 

84) 이윤진(2013: 202)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자료를 손쉽게 찾아 그것의 공신력 여부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 없이 자신의 글에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며 유학생의

비윤리적인 글쓰기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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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친다.

⒝ 효율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유한한 시간 자원 안에서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하기 위해서는 각 자료 수집 경

로 및 방법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또한 최초 검색어를 잘 선정하고, 연관 검색어를 활용
하는 등 검색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신의 발표 
내용 생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  

③ 내용 선정
내용 선정 단계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문 목적 발표에 유의미한 내용을 선별

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펼치기 위한 논점들을 정립하는 단계이다. 

⒜ 신속하게 내용을 이해한다. 
자료의 양은 방대하고 시간은 한정적이므로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필요한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 훑어 읽기(스캐닝, scanning)와 찾아 읽기(스키밍, skimming) 등 신속하
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전체 내용과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이외에도 
자료를 신속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내용을 정독하는 대신에 자료의 내용을 개괄적으
로 확인할 수 있는 초록이나 목차를 보며 자료의 내용을 스스로 재구해 보는 방법이 있다. 

⒝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한다. 
발표자가 자신의 논지를 펼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열거해 본 후 그 중 발표 주제와 

밀접한 내용들로 간추린다. 이때 과제 의도, 발표 목적, 청중, 주제 등의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맥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도록 한다. 수집
한 자료로부터 내용을 선정하는 경우 발표 상황 맥락과 어울리는 자료 중에서 해당 연구물
의 인용 지수, 저자의 지명도,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발행 기관, 학술적 가치 등 학
술 자료의 공신력을 형성하는 요소를 기준으로 신뢰할 만한 자료와 인용할 만한 자료를 찾
아내는 방법도 있다. 

⑶ 학문 목적 발표의 내용 조직

내용 조직에서는 주제 전개 방식, 형식 및 의미 구조, 소주제와 설명부의 구성 등을 가
르치도록 한다. 주제의 전개는 담화에서의 사고방식을 나타내므로 설명, 논증, 서사, 기술 
중 각 학문 목적 발표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주제 전개 방식을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



- 196 -

하다. 예를 들어 특정한 인물에 대한 발표라고 할 때 단순하게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하
여 내용을 열거할 것인지, 인물과 관련된 사건의 얽힘과 해결 등을 이야기하는 서사 전개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를 발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한 후, 주제 전개 방식의 
선택과 활용의 효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그리고 도입부, 전개부, 종결부로 조직
되는 발표의 삼단 구조를 이해하고 각 단계별 하위 구조의 기능을 잘 활용하도록 한다. 의
미 구조도 수집, 비교/대조, 인과, 문제/해결 등 다양한 구조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고, 이를 학문 목적 발표 담화에 적극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대부분 공통적인 의미 관계에 기반한 수집 구조를 채택하는 경향을 볼 
때, 비교/대조, 인과, 문제/해결과 같은 다양한 의미 구조를 학문 목적 발표에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단위화제 내에서 소주제와 설명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설명부
를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단위화제 수준에서 응집적인 소주제, 소주제문, 설명부를 
구성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① 학문 목적 발표의 주제 전개 방식
학문 목적 발표 내용의 핵심인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은 설명, 논증, 서사, 기술이 존재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분석한 모든 사례에서는 설명형 주제 전개 방식만을 채택하고 있었
다.  논증형, 서사형, 기술형이 사용될 법한 주제에서도 이들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이 다양한 주제 전개 방식의 사용에 미숙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주제 전개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발표에 적용하도록 가르쳐야 한
다. 

⒜ 다양한 주제 전개 방식을 안다.
주제 전개 방식은 발표 주제 그리고 발표의 목적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므로 자신의 발

표 주제와 목적에 맞는 주제 전개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Ⅲ장 2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설명형, 논증형, 서사형, 기술형의 특성, 이들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예를 들어, 논증형은 주장과 근거, 서사형은 사건의 얽힘과 해결 등), 그리고 하
위 요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내용이 전개되는지를 가르쳐야 한다. 

⒝ 발표에 적합한 전개 방식을 사용한다. 
발표의 주제와 내용을 좀 더 잘 전달하고 발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득적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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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는 논증형 주제 전개 방식을 채택하거나, 분석 과제에서는 기술형 주제 전개 방식을 
선택하는 등 자신의 발표 주제와 목적에 맞는 주제 전개 방식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어
야 한다. 예컨대 설득적 말하기에서 논증형 주제 전개 방식을 채택한다고 표방하면서 주장
과 설명항으로 구성하면 곤란하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이 설명형, 논증형, 서사형, 
기술형 중 주제 전개 방식을 채택하여 자신의 발표에 적용할 때, 각 주제 전개 방식의 특
성이나 의의를 잘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하도록 교육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② 학문 목적 발표의 형식 및 의미 구조
학문 목적 발표의 형식 구조와 의미 구조는 발표의 통일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는 내용 조직 시에 이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도입부, 전개부, 종결부의 하위 구조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학문 목적 발표 담화의 형식 구조는 도입부, 전개부, 종결부로 구성된다. 도입부는 인사

와 소개, 발표 시작 알림, 주제의 명시화, 주제 선정의 타당화, 개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다. 전개부는 주제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며, 종결부는 결론, 평가, 질의응답, 마무
리 알림,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도입부는 주제를 명시하고 발표의 전체 구조를 
제시함으로서 청중에게 본 발표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중요한 단계이다. 그리고 종결부
는 결론을 제시하여 청중과 함께 발표의 의의를 재확인하는 단계이다. 이처럼 학문 목적 
발표 담화의 형식 구조는 단계마다 각각 고유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외국인 대학생들 
중 일부는 교실 상황, 발표 상황, 발표 주제를 청중이 당연히 지각하고 있을 것이라 전제
하고 도입부나 종결부를 생략하거나 허술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 분석한 모
든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 양상은 종결부의 하위 구조가 매우 빈약하다는 것이다. 기초 수
준과 보통 수준의 표현 지향형은 종결부만 아니라 도입부도 빈약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모든 사례를 대상으로 본론의 내용을 마무리하거나 발표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등 종결부
의 하위 구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기초 수준과 보통 수준을 대상으
로는 도입부에서 주제 선정 이유를 말하거나 본론 내용에 대한 안내와 개관을 하도록 지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가 속해 있는 구체적인 발표 상황에 따라 도입부나 종결부의 생략이
나 미약한 구성이 문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학문 목적 발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 형식 구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변형할 수 있음도 가르쳐야 한다. 발표 과제 의도, 



- 198 -

대화 참여자, 의사소통 목적 등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도입부, 전개부, 종결부 중 강화
해야 하는 단계는 강화하고, 약화시켜도 관계없는 단계는 약화하는 등의 결정을 한다. 그
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문 목적 발표를 위한 담화 형식 구조를 생성하도록 한다. 특정 강좌
에서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주제의 발표를 할 경우, 교재 분석 발표 과제를 예로 들면, 도
입부에서 교재 분석을 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도입부에서 어떠한 
교재를 선택하였는지, 그 교재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더 나아가 종결부에서도 분석 기준에 따른 교재의 특성을 나열하는 것으로 결론을 제시할 
것인가, 분석 결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총평을 결론으로 제시할 것인가, 분석 결과에 
대한 제언을 결론으로 대신할 것인가 등의 판단을 바탕으로 담화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의미 구조를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학문 목적 발표의 의미 구조는 의미 관계에 기반하며, 수집, 비교/대조, 인과, 문제/해

결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는 공통 의미에 기반한 수집 구조를 
사용하였으나 우수 수준의 경우에만 비교/대조를 시도하였다. 비교/대조의 의미 구조를 
제대로 적용하려면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대응점을 기준으로 비교·대조해야 하
는데 대응점이 일치하지 않아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았다. 우수 수준의 학습자도 수집 외
의 의미 구조는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은 다양한 의
미 구조를 사용하는 데 미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수집 구조 외에 다양한 
의미 구조의 특성을 알고 자신의 발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③ 소주제와 설명부의 연결 
단위화제 내에서 소주제와 설명부의 연결은 단위화제 내에서 중요하다. 소주제와 설명

부의 연결이 긴밀해야 내용 조직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소주제와 설명부
의 기능, 설명부의 풍부성 등을 가르쳐야 한다.

⒜ 단위화제를 소주제와 설명부로 조직한다.
단위화제는 소주제와 설명부로 구성된다. 소주제와 설명부는 각기 맡은 기능을 수행하

며 단위화제의 의미를 구성해 낸다. 소주제는 단위화제의 핵심 내용을 전하는 기능을 하며 
설명부는 소주제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주제와 설명부가 긴밀한 
관계 속에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학문 목적 발표 사례에서 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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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와 설명부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다. 또한 기초 수준이나 보통 수
준에서 설명부에 비약적이거나 비논리적인 명제가 삽입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므로 모
든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에게 단위화제가 긴밀하게 연결된 소주제와 설명부로 조직되
어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 

⒝ 설명부를 풍부하게 구성한다. 
기초 수준과 보통 수준의 표현 지향형 발표자의 경우 단위화제를 소주제 문장 하나로만 

구성하기도 하였다. 설명부가 풍부하게 조직되어야 소주제가 견고한 지지를 받게 되고, 그
렇게 논거가 탄탄한 소주제들이 모여 좀 더 논리적인 담화를 조직하게 된다. 그러므로 설
명부를 풍부하게 조직할 수 있도록 사고를 구체화하는 훈련을 특히 기초 수준과 보통 수준
의 발표자에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⑷ 학문 목적 발표의 표현

① 적확한 표현 
여기에서 ‘적확한’은 ‘적절하고 정확한’을, 그리고 ‘표현’은 ‘어휘와 문법 그리고 음운 

및 음성’을 뜻한다. 즉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발표 시 적절하면서도 정확한 어휘, 문
법을 사용하고 발화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 정확한 어휘 및 문법을 사용한다.
학문 목적 발표를 수행하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중급 이

상이므로 이들이 사용하는 어휘나 문법에서 이해 불가능한 부분은 드물게 나타난다. 그러
나 정확한 어휘 및 문법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은 있다. 이는 특수 목적 한국어나 일반 목
적 한국어 등 한국어 사용 목적이나, 모어로서의 한국어, 제이언어로서의 한국어, 외국어
로서의 한국어 등 한국어의 위상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다. 학부 과
정 한국어 학습자에게 모어 화자만큼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학문 목적 발표에
서의 오류 허용 수준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보다 낮은 편이다. 학문 목적 발표는 청중이 
대개 한국어 모어 화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표 과제가 학업 성적과 직결되는 제이언어로
서의 한국어이기 때문이다.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오류의 발생 빈
도를 줄여야 하며, 오류를 발생시켰다면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자기 
수정을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부정확한 어휘 및 문법 사용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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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정확한 어휘 및 문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었다면 이를 활용하여 학문 목적 발표 상황에 

적합한 어휘 및, 문법을 사용해야 한다. 정확성을 바탕으로 적합한 어휘 및 문법은 비단 
학문 목적 발표에만 해당하는 교육 내용 요소가 아니라 모든 한국어교육의 기초가 된다. 
학문 목적 발표에서의 정확한 어휘와 문법의 사용은 청중이 발표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하
고, 학문 담화 공동체 내에서 지식과 정보의 공유 및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다. 또한 발표자의 언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청중이 발표에 흥미를 잃지 않고 집
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청중은 발표자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발표 내용의 가치까
지 폄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기본적인 의사소통능
력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모든 학습자에게 어휘 및 문법을 꾸준히 가르쳐야 한다. 

⒝ 정확한 분절음을 발음할 수 있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 음운 체계와 한국어의 음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분

절음의 정확한 음가를 알 필요가 있다. 즉 분절음의 정확한 발음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특히 학습자 모어에 존재하지 않는 분절음이나, 유사한 
음가이나 한국어와 조음 위치가 달라 발음에 차이가 나는 분절음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분절음의 정확한 음가를 알고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
어야 한다. 분절음의 음가를 인식하고 있는 것과 이를 심동적 영역에서 조음해 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는 중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분절음에 대해서 음가를 이해하고 발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음운에서는 지속적인 오류가 나타나거나, 동일한 음가에 대해 오류가 출현하기도 하
고 출현하지 않기도 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데 이는 발음 훈련을 통해 교정할 수 
있다. 

⒞ 적절한 어휘 및 문법을 사용한다.
일상생활 언어와 차별되는 학문 목적 발표 장르에 적절한 어휘 및 문법이 따로 존재하

는 것은 아니나 학문 목적 발표 장르에 적절한 어휘 및 문법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는 존재
한다. 학문 목적 발표 장르에 적합한 어휘 및 문법은 일상의 구어와는 차이가 있다. 대상
을 정의하는 개념어, 내용의 흐름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조직어, 방법이나 행위를 기술하는 
수행어 등의 사고도구어가 일상 언어보다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내용의 선후 관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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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의 흐름을 정리하기 위한 담화표지어가 자주 등장한다. 
또한 학문 목적 글쓰기에 나타나는 어휘 및 문법과도 차이가 있다. 스웨일즈(2004: 

29-30)가 학문 목적 구어에 나타난 어휘를 코퍼스로 구축한 MICASE(Michigan Corpus 
of Academic Spoken English)85)와 힐란드의 연구 논문(문어)에 나타난 명사를 비교한 
바에 따르면 문어에서는 ‘model, figure, time, product, study, cell, case, point, 
effect, result, process, system, structure, example, group’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이에 반해 구어에서는 ‘thing, time, people, point, word, problem, question, state, 
model, example, number, system, fact, language, value’의 순으로 나타났다. 
MICASE가 학문 목적 발표 외에도 세미나, 면담, 인터뷰, 논문 발표회 등 다양한 담화 유
형을 기반으로 하므로 발표에서 사용된 어휘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어
에서는 사고도구어에 근접한 어휘들이 더 자주 사용되며, 이에 비해 구어에서는 일상 어휘
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학문 목적 발표 장르에서 사용되는 어휘나 
문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후속 연구들을 통해 빈도, 중요도,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는 어휘 및 문법 목록을 마련하여 이를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에
게 제공해야 하겠다. 

이와 더불어 학문 목적 발표에서는 적절한 어휘 및 문법의 사용도 중요하다. 사회언어
학적, 화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어휘 및 문법을 사용할 경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격식에 맞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였을 경우, 발표자가 청중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를 취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학문 목적 발표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발표자가 기본적
인 의사소통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하므로 정확한 어휘와 문법은 사용하면서도 적절한 어
휘와 문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더욱 오해의 소지가 높다. 

학문 목적 발표 장르에 적절한 어휘와 문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이를 표현해 내는 능력 간
에는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문 목적 발표 장르에 적절한 어휘 및 문법에 대한 이해 
능력이 실제 언어 사용에서 표현 능력으로 전환되도록 많은 연습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야 한다. 단일 어휘나 문법 항목이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맥락을 제공하고 이를 활
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단일 상황을 제시한 후 해당 상황에 적절한 어휘나 문법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적절한 어휘 및 문법의 사용은 

85) http://quod.lib.umich.edu/m/micase/ (검색일 2013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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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어 활동의 어느 단계에서라도 반드시 교육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음성적 요소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특정 내용을 강조하거나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지나 반복 등을 의도

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발화 사이에 쉼을 두거나 특정한 단어, 구, 절을 여러 
번 말하는 등 음성적 요소를 사용하여 발표자의 의도를 전하는 것이다. 우수 수준의 발표
자는 청중의 주목을 끌거나 특정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휴지나 반복을 의도적으로 사용
한 바 있다. 이처럼 우수한 학습자의 경우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휴지나 말더듬이 사용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기초, 보통 수준의 발표자에게
도 휴지나 말더듬의 의도적 사용의 효과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선정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관찰되는 양상이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
지지 않았으나 ‘억양’도 전달 효과를 높이는 음성적 자질 중의 하나이다. 추후에는 억양에 
대해 후속 연구를 통하여 발표의 목적이나 의도를 잘 전할 수 있는 억양 활용의 방법과 같
은 교육 내용도 다룰 필요가 있다. 

② 다양한 표현 
다양한 표현은 어휘 및 문법 사용의 범위와 관련이 있다. 동일한 개념이나 대상에 대해

서 다양한 어휘 및 문법을 사용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휘 및 
문법을 사용하며, 학문 목적 발표 장르에서 효과적인 사고도구어를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한다. 

⒜ 구체적이며 다양한 어휘 및 문법을 사용한다.
‘구체적이며 다양한 어휘 알기’는 일반 목적 한국어에서도 기본이 되는 능력이나 학문 

목적 발표에서는 더욱 유의미하다. [사례 마]에서 어휘 ‘문제’가 사용된 양상을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제를 ‘대학생의 등록금 ①문제’라고 표현하였으며, 발표 전개부에 
‘우리 학교의 등록금을 얼마 내면 적당-한? 어- 적당-한 ②문제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발표 종결부에 ‘등록금 ③문제 때문에 다른 사회적인 새로운 ④문제점도- 어 더 많이 일으
킬 수 있어서 등록금 ⑤문제를 잘 해결하면 어- 어 그 ⑥문제 때문에 일으킨 ⑦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현실-적인 ⑧문제를 잘 해결하면 (후략)’이라는 표현
이 등장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문제’는 ‘1.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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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논의, 연구 따위의 대상이 되는 것, 3.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그런 
일, 4. 귀찮은 일이나 말썽, 5. 어떤 사물과 관련되는 일’이다. [사례 마]에서 발표자는 ‘문
제’를 ①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 ②는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 ③은 해결하기 어렵거
나 난처한 대상, ④와 ⑦은 귀찮은 일이나 말썽, ⑤와 ⑥은 어떤 사물과 관련되는 일이라
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⑧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귀찮은 일이나 말썽, 어떤 사물과 관련되는 일 중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듯 ‘문제’라는 단일 어휘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의
미를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다양한 어휘, 구체적인 어휘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①은 ‘대학생의 등록금에 대한 인식과 문제 해결 방안 조사’와 같이 
논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②는 ‘적정한 수준의 등록금
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상을 구체화하여 표현할 수 있
는 어휘, 문법에 대한 지식, 의미장에 대한 지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구체적이며 다양한 범위의 어휘를 알고 있다면 이를 실제 언
어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Ⅲ장에서 ‘제시하다’라는 어휘를 알고 있으나 한 단락
에서 ‘나타나다’만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통해 어휘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활용 능
력은 없는 경우를 확인하였다. 외국인 대학생의 경우 구체적이며 학문적인 내용을 표현하
는 데 기초 어휘를 사용하거나 일반적이며 범위가 넓은 어휘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구
체적이며 다양한 범위의 어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의어를 연습하는 훈련, 구체적인 어휘와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
하다. 예를 들어 자신의 학문 목적 발표, 다른 사람의 학문 목적 발표에서 사용된 어휘나 
문법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꿔 보거나, 다른 어휘나 문법으로 대체하거나, 통사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연습할 수 있다. 학문 목적 발표에서는 논의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구체적이며 다양한 어휘나 문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제공한
다.

⒝ 다양한 사고도구어를 사용한다.
Ⅲ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문 목적 발표에서 사고도구어를 적절히 사용할 경우, 보

다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다. 신명선(2004)의 논의를 빌면 기초 어휘 6천 개를 알고 
있는 것보다 기초 어휘 2천 개와 사고도구어 570개를 아는 것이 내용 전달 및 이해에 더
욱 효과적이다. 이러한 사고도구어도 세분화하면 개념어, 수행어, 조직어 등으로 분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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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개념어는 논의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며, 수행어는 연구의 행위를 적시하며, 조직
어는 담화의 구조를 설명함으로서 학문 목적 담화를 보다 구체적이며, 논리적으로 설명하
고 조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발표자와 청중이 이러한 사고도구어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식
할 필요가 있다. 

사고도구어를 8.2%로 사용한 보통 수준의 내용·표현균등형의 발표자를 제외하고는 모
두 학술 텍스트에 나타나는 사고도구어의 평균 비율에 못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수준의 표현지향형과 내용지향형의 경우 사고도구어의 중요성을 막연히 의식하고 있었으
며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진술한 바 있다. 이들은 사고도구어 목록을 제공받아 이를 
활용하는 연습의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학습자의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우선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합의된 한국어교육용 사고도
구어의 목록과 등급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고도구어 연구는 국어 교육과 한국어교육에
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 결과가 사고도구어의 선정이나 등급화에 제한되어 있다
(신명선, 2004, 2008; 김선숙, 2008; 김미소, 2010). 연구마다 사고도구어를 추출하기 위
한 자료를 한국어 교재(김미소, 2010), 학위 논문(김선숙, 2008), 인문, 사회, 예술, 자연, 
공학 분야의 단행본과 논문(신명선, 2004)으로 각기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사고도구
어의 목록이나 등급화가 일치되지 않는다.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은 제이언어로서의 한국
어교육이므로 사고도구어 목록이 모어 화자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빈도, 중요도, 난이도 등에 따른 사고도구어의 등급화는 모어 화자의 것과 차별될 수 있다. 
모어 화자가 초·중·고 교육과정을 거치며 익숙해지고 수월하게 활용하는 사고도구어가 외
국인 대학생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어교육과 국어 교육의 학제
적 연구를 통해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용 사고도구어의 목록화와 등급화가 마련되어야 한
다. 이를 바탕으로 학문 목적 발표에 효과적인 사고도구어는 어떠한 순서와 어떠한 방식으
로 제시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가도 고민해야 
한다. 학문 목적 발표는 문어적 성격이 강한 구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떠한 사
고도구어를, 어떠한 시점에서, 어느 정도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교육 내용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문 목적 발표를 위한 사고도구어 사용에 대한 깊이 있는 연
구는 현재 전무한 실정이므로 추후 연구 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런 연구들이 진행된다
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
을 구성할 수 있다. 

기본적인 사고도구어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전문어적 속성을 가진 사고도구어를 가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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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전문어적 속성을 지닌 사고도구어는 신명선(2004: 139-142)에 279개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는데 ‘비율(수학)’, ‘접촉(수학, 화학)’, ‘상응(불교)’, ‘주제(음악)’, ‘양태(언어)’, 
‘합의(법률)’, ‘효용(경제)’, ‘국면(운동)’, ‘탈피(동물)’, ‘토대(건설)’ 등이 있다. 예를 들어 
‘가설’은 모든 학문 영역에 나타나는 사고도구어이지만 논리학이나 사회학에서는 전문어
로 사용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는 사고도구어이며 특정 학문에서는 전문어로 쓰이는 비
교적 친숙한 어휘를 접할 경우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우수
한 학습자에게는 특정 어휘가 일반적인 사고도구어로 사용될 때의 개념과 용례, 특정 학문
에서 전문어로 사용될 때의 개념과 용례를 교육 내용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③ 유창한 발화 
Ⅲ장 분석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유창성은 발화 속도, 휴지, 말더듬에 의해 결정되

는데, 양적 양상과 질적 양상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는 발화 
속도, 휴지, 말더듬의 운용 양상에 따라 유창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 학문 목적 발표 상황에 적절한 속도로 발화한다.
학문 목적 발표에 적절하다고 확정된 발화 속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학부 과정 한

국어 학습자들이 발표할 때 청중들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무리
가 없는 정도의 평균적인 발표 발화 속도이면 충분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발표자들이 자신의 발화 속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청중으로부터 피드백을 얻어 발화 속도의 적절성을 가늠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
다. 그리고 발표 중에는 청중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도록 한다. 발화 속도는 
일정 부분 혀, 입술의 움직임 등 심동적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화하기 
위하여 발화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 청중의 발표 이해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휴지와 말더듬을 사용한다.
[사례 나]의 발화 속도는 173.2 SPM, [사례 다]는 202.9 SPM으로 이 중 [사례 다]의 발

화 속도가 빠르나 [사례 다]가 [사례 나]에 비해 결코 유창하게 인식되지 않는 이유는 휴지
와 말더듬 때문이다. [사례 다]에서는 사고 단위의 흐름이나 숨을 쉬는 행위와 어울리는 자
연스러운 휴지가 아니라 어휘나 형태적인 불확실성이 드러나는 망설임으로서의 휴지가 빈
번하게 나타났다. [사례 가]와 [사례 마]의 말더듬 중 군말을 비교해 보면 양적으로는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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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상(각 70회, 66회)을 보이나 [사례 가]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군말로 사용하는 반면에 
[사례 마]는 사고의 흐름과 상관없는 지점에서 의미가 없는 소리(‘으’, ‘어’ 등)를 군말로 사
용한다. 휴지와 말더듬이 빈번하게 나타나면 청중은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방
해를 받는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사고 단위의 흐름이나 숨을 쉬는 순간에 휴지를 넣는 방
법과 의미가 있는 단어로 군말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⑸ 학문 목적 발표의 태도

학문 목적 발표에 임하는 적극적이며, 자신감 있는 그리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는 태도는 단기간에 함양되지는 않는다. 이러저러한 태도를 길러야 한다는 명제적 지
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그러한 태도가 함양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에 대
한 명시적인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이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들이 갖추어야 하는 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하
기 때문이다. 

① 발표자의 역할
⒜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청중에게 지식과 정보를 충분하게 전달한다. 
발표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과업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발표 순서만 얼른 끝나길 바라던 [사례 마]의 발표자는 학문 목적 발
표에서 발표자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발표
자는 자신의 발표가 학문 담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야 한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는 자신의 학문 목적 발표가 일회적인 발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학문 담화 공동
체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청중에게 자신이 맡은 주제
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하게 전달해야 한다. 

② 발표자의 자세
 ⒜ 동료 학습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발표한다.
학문 목적 발표를 수행하는 발표자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효과적인 전달 양식을 통해 

창의적 발표를 지향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학문 목적 발표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수-학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발표자가 확신을 가지고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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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발표해야 청중은 발표를 신뢰하며 내용을 배울 수 있다. 이때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표 불안, 자아 개념(존중감), 학습 동기 등의 정의적 요인에 대해 학습자가 인지
할 필요가 있다. 자아 개념이나 학습 동기 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자아 개념이나 학습 동기
가 발표 수준과 관계가 있으며, 우수한 발표자는 적당한 발표 불안이 학습자의 발표 수준
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정의적 요인은 학습자의 발표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발표 불안, 자아 개념, 학습 동기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발표 
불안은 낮추고 자아 개념과 학습 동기는 향상시켜 자신감 있는 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발표 불안을 예로 들면 발표 불안은 학문 목적 발표 수행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자아 개념을 비롯하여 학업 성취도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발표 불안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 대처 방안을 효율
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자신의 발표 불안이 신체 조건, 사전 경험, 성격 등의 내적 기질
로부터 유래한 것인지, 학문 담화 공동체라는 청중, 발표 내용과 상황 등의 외적 상황에서 
유발된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발표 불안의 원인들을 학부 과정 한국
어 학습자에게 알려 준 후, 자신의 발표 불안 요인을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준다. 전은주(2010)는 말하기 불안
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시키는 이성적-감정적 치
료, 인지적 재구성, 영상화를, 두려운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체계적 둔감화와 실제 상
황 노출법을, 발표에 필요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사학적 치료와 화법 기능 훈련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을 교육 내용으로 제공한다. 

⒝ 창의적으로 발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구현하는 발표는 교양과 전공에 대한 지식, 지성을 함양하

는 대학 교육의 목표를 위해 존재하기도 한다. 이때 지성은 단순한 지식 축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수용하고 이를 분별력 있게 판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함양된다.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 요약하여 전달하는 것보다 
자료 수집과 내용 정리 단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등 발표자의 견해
(논리적이며 타당한)가 가미된 발표를 통해 발표자를 포함한 학문 담화 공동체가 상생적으
로 발전한다. 발표 보조 자료를 작성할 때에도 창의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예로 들어 
발표자가 자신의 외국인 억양이나 문법 오류 등으로 인해 청중이 발표를 이해하지 못할 경
우를 가정하고 발표 보조 자료를 작성할 때, 자신의 발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유형의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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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하는 법, 매체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발표 보조 자료의 활용, 텍스트, 그림, 
동영상 등의 효과적인 배치, 매체에 적합한 수사적 특질, 가독성(legibility)을 높이는 글자
체,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한다. 이때 창의적인 방법(매체 활용, 문제 
제기 등)을 적용하면 발표자 입장에서는 청중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교수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등 학문 담화 공동체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청중의 
입장에서는 발표자가 창의적 문제 해결을 적용한 경우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한 새로운 안
목을 쌓고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는 창의적으로 발표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함양할 필요가 있다. 

3. 학문 목적 발표 교수-학습 방안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을 위한 내용은 투입으로서의 지식에 해당한다. 여기에서의 ‘투입
으로서의 지식’은 행동주의적 관점에서의 입력 또는 자극이 아니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자가 학습공동체와 함께 경험하는 투입으로서의 지식을 의미86)한다. 위의 <표 Ⅴ-6>
에서는 교육 내용을 명징하게 드러내어 교육적 적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용 범주
와 투입으로서의 지식에 초점을 두고 범주별 교육 내용 요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교수-학습에서 적용될 때 여기에 제시된 교육 내용 요소는 교육 방법과 연합하여, 학습자
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지식을 경험’한다. 교육 방법은 교육 내용과 가법(加法)적 관계가 
아니라 승법(乘法)적 관계에 기반하므로 실제로는 교육 내용과 교호작용을 하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다.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승법적 관계라고 보는 본
고의 견해는 김대행(2012)과 이홍우 외(2003)에 의해서도 그 타당성이 확인된다. 김대행
(2012: 17)은 교수-학습을 설명하고 기획할 때 범하는 ‘백지의 오류’와 ‘가법(加法)의 오
류’를 지적한 바 있다. 학습자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가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첨가
하는 교수-학습에 문제를 제기하며 학습자가 이미 지니고 있는 지식과 교육이 상호작용하
면서 학습자의 인지를 구성해 간다는 입장을 취하는 승법적(乘法的) 교수-학습의 필요성
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승법적 교수-학습의 중요성은 이홍우 외(2003: 495-500)에
서도 아래와 같이 제기되었다. 

86) 이는 “지식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기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험해야 할 대상”이라는 민

병곤(2006)의 논의와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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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로서의 교육 사태를 내용과 방법의 가법적 결합으로 파악하고 교육의 과정을 교
과내용과 방법을 따로 배우고 난 이후에 실지 교육 사태에 양자를 적절히 결합하는 과
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구체적인 인간 활동으로서의 교과교육에 대한 터무니없는 추상
이다. 교과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할 내용과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은 사실상 분리될 
수 없는 승법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Ⅲ장과 Ⅳ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모어, 한국어교육의 경험, 자국어 교육 및 외국어 교
육의 경험 등에서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배경 변인은 각기 다르다. 이것은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대상이 매우 이질적인 개인들의 집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에 동일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으므로 학
습자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Ⅴ-2]에 제시한 바처럼 학부 과
정 한국어 학습자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공통 기본 수업, 기초 수준의 학습자에게는 형식 
구조, 보통 수준의 학습자에게는 사고도구어, 보통 수준의 내용지향형 학습자에게는 유창
성 지도 방안을 구안하였다.87) 이들은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 수준 및 유형과 본
고에서 선정한 교육 내용 요소를 적용한 교수-학습 방안의 예이다.

[그림 Ⅴ-2] 학문 목적 교수-학습의 예시 

87) 우수 수준의 학습자에 대해서는 앞 절에서 심화 교육 내용 요소를 다루면서 일부 기술하였

으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한 논의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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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기본 수업
공통 기본 수업은 모든 외국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문 

목적 발표 수행 수준을 진단하고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본 수업의 
목적이다.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문 목적 발표의 내용과 표
현 전체를 개괄할 필요가 있다. 학문 목적 발표의 전체 개괄은 학문 목적 발표의 특성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핵심 개념 그리고 원리 등 중요한 내용
들의 개요를 제시하여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내용들의 개요를 ‘정수
(epitome)’88)라고 한다. 이를 학문 목적 발표 교육에 적용하면 공통 기본 수업은 학문 목
적 발표의 모든 부분을 추상적인 요약의 수준에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 목적 발표
의 개념, 원리, 절차 중 가장 쉽고 기본이 되며 핵심적인 내용을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
들이 이해하고 경험하여 이를 자신의 발표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통 기본 수업은 쓰기 워크숍89)과 브라질 장르 교수 모형90)의 원리와 방법
을 차용하여 구성하였다. 쓰기 워크숍은 소그룹 안에서 동료 학습자와 함께 쓰기의 과정을 
경험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쓰기 워크숍으로부터 ‘학문 목적 발
표의 전체 과정 경험’, ‘협력과 협의’, ‘마지막 단계의 결과물’을 공통 기본 수업에 적용하
였다. 브라질 장르 교수 모형91)은 ‘장르 생성-사례 분석-장르 생성’의 절차로 진행되어, 

88) 라이겔루스(Reigeluth, 1983)의 정교화이론(elaboration theory)에서 사용한 개념으로,

변호승(2001: 299)은 “정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요의 특수한 형태(a special kind

of overview)’이다. 요약한다는 것이 배울 내용 중 모든 주요부분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이

고, 암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면, 정수화는 배울 내용을 대표할 만한 몇 개의

가장 쉽고, 기본이 되는 내용을 응용의 단계까지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89) 쓰기 워크숍은 톰킨스(Tompkins, 2000)가 창안한 쓰기 교육 방법인데, 국어 교육에서도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하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쓰기 과정 중에

동료 학습자와 협력과 협의를 통해 지원을 얻을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라

는 점에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이 쓰기 워크숍은 마지막에 완성도 있는 쓰기 결과물을

출판하는 단계와 워크숍 중간에 교수자가 간단한 내용을 가르치는 미니 레슨이 특징이다.

90) 기마랑이스(Guimarães, 2009: 33)는 브라질 교수 모형의 특성으로 ‘교수적 계열성

(didactic sequence)’을 논의한 바 있다. 교수적 계열성은 “교수 과정의 도입과 마무리 단계

에서 작문(텍스트 및 담화 생성)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는 교수-학습의 계열적 활동의 집합

(a set of teaching-learning sequential activities which must necessarily include

an initial and a final written production)“이다. 브라질 장르 교수 모형은 장르 인식에

대한 암시적 접근(implicit approach), 명시적 접근(explicit approach)을 모두 포괄하여

상호작용적 접근(interactive approach)을 취하며, 장르의 인지, 텍스트/담화, 사회의 모든

측면을 반영하여 종합적(synthesize)으로 접근한다(Bawarshi & Reiff, 2010: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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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선수 지식이나 경험에 의거하여 장르를 생산한 후 장르 사례들에 나타난 수사적, 
사회적 맥락을 분석 비교한 후, 장르를 재생산하는 과정을 통해 장르 인식, 언어 규범, 사
회 맥락에 대해 배우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브라질 장르 교수 모형의 ‘장르 사례 비
교 분석’, ‘예비 발표’, ‘학문 목적 발표 장르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과 암시적인 지식의 통
합적 수용’의 방법 및 원리를 공통 기본 수업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공통 기본 수업은 ‘1단계: 예비 발표하기→2단계: 모범 발표 사례 경험하기→3
단계: 재발표하기→4단계: 토의하기’로 구성되며, 이는 [그림 Ⅴ-3]과 같다. 

1단계. 예비 발표하기 참
여

w 학습자: 주어진 발표 과제 수행
w 교수자: 녹화, 발표 수준 및 유형 

분류

2단계.
 모범 발표 사례 

경험하기
협
력  

w 학습자: 모범 발표 사례 관찰 후 
특징 분석

w 교수자: 모범 발표 사례 선정 및 
자료 제시 혹은 시연 

3단계 재발표하기

협
력
+
참
여

w 학습자: 소그룹에서 동료 학습자
와 협력, 협의하여 예비 발표 수
정하기 -> 발표 수행하기, 동료 
학습자의 발표 관찰

w 교수자: 적절한 도움 제공 및 녹
화

4단계 토의하기
협
력

w 재발표한 결과에 대해 학습자와 
교수자가 토의

[그림 Ⅴ-3] 공통 기본 수업의 절차

91) 장르 이론을 교육적으로 적용하려는 논의가 브라질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에 브라질

교수 모형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교수 모형은 스위스의 장르 이론과 사회담론

상호작용(socio-discursive interactionism)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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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단계에 걸쳐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학문 목적 발표 장르를 생성하는 ‘참여
(participation)’ 그리고 학문 목적 발표의 생성 과정 및 결과에 대해 학문 담화 공동체 구
성원들과 토의하며 지원을 얻는 ‘협력(collaboration)’을 통해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속
성을 인식하고 경험한다. 다음에서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방법, 교수자 및 학습자의 역할을 
살핀다. 

① 1단계: 예비 발표하기

1단계에서는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학문 목적 발표 장르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과제 유형을 제시한다. 그리고 학문 목적과 관련한 주제, 구체적인 상황 맥락, 주제와 관련
된 기본적인 자료 등을 제공한다. 학습자는 교수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를 준비
한 후 예비 발표를 수행한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표를 녹화하면서 동시에 학습자의 발표
를 면밀히 관찰하여 기초, 보통, 우수 중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내용과 표현 중 치중
된 부분이 있는지 등 학습자의 수준과 유형을 파악한다. 이때 교수자는 자신이 판단한 학
습자의 수준과 유형, 즉 출발점 행동은 잠정적인 가설일 뿐이라는 점에 유의하도록 한다. 
예비 발표 단계에서 행해진 학습자의 발표는 일회적이고, 과제의 유형이나 주제 등에 따라 
발표 수행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속단하지 말아야 한다. 

수업 초기에 예비 발표를 하면 학습자는 학문 목적 발표의 본질에 대하여 이해하고, 자
신의 현 수행 수준을 인식할 수 있으며,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당위성을 자각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타인의 발표를 비판하는 것은 쉬우나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을 깨달아 건설적인 피드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참여와 협력을 통해 
서로를 독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더 나아가 1단계의 예비 발표는 3단계에서 수행
할 재발표와 비교하여 자신의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학습자가 학문 목적 발
표 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함으로써 학습 동기가 향상되어 교수자는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그리하여 교수자가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여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계획을 더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예비 발표를 위한 예시를 <표 Ⅴ-1>과 같이 제시하여 보았다. ‘주제’, ‘과제’, ‘제한’으
로 구성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도 제시하였다. ‘주제’는 비교적 쉽고 간단한 화제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예비 발표는 수업 내에서 내용 구성과 발표까지 모두 이루어져야 
하므로 준비 시간을 넉넉하게 할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제’는 학습자가 수행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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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한 요구를 간단히 제시하였다. 정해진 시간 내에 발표를 마치도록 ‘제한’에서 시
간을 지정하였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효율적이며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이나 궁극적
으로는 학습자들이 제한 시간 내에 내용을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하고 시간 내에 유
창하게 말하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이다.

과제 내용

예비 발표 1:
요약 발표

Ÿ 주제: 스마트폰의 순기능과 역기능
Ÿ 과제: 자료를 읽고 정리하여 발표하기
Ÿ 자료: 스마트폰 사용 현황, 부작용, 긍정적인 사용 사례 등과 관련한 자료
Ÿ 제한: 5분 발표

예비 발표 2:
의견 발표

Ÿ 주제: 대학의 역할
Ÿ 과제: 자신의 대학 진학 동기를 반추하며 대학의 역할이 지성인 양성과 사회

인 양성 중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
Ÿ 제한: 5분 발표

예비 발표 3:
자기소개

Ÿ 주제: 자기소개
Ÿ 과제: 학과 오리엔테이션, 동아리, 학생회장 출마, 아르바이트 면접, 학문 목

적 발표 등 대학생으로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중 하나를 골라 그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자기소개하기

Ÿ 제한: 3분 발표

<표 Ⅴ-1> 예비 발표의 예

예비 발표 1은 스마트폰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자료를 읽고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
여 발표하는 것이다. 교사는 스마트폰 사용 현황, 부작용, 긍정적인 사용 사례 등 스마트폰
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학습자는 이러한 자료를 
읽은 후 발표를 준비한다. 예비 발표 2는 대학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
이다. 자신의 대학 진학 동기를 되짚어 보며 대학이 지성인 양성과 사회인 양성 중에 어디
에 초점을 두어 기능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 후 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다. 학부 과정 한
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여기에는 학문 목적 발표 능력 향상 외에도 대학 진학
의 동기를 재점검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 있다. 예비 발표라는 점에
서 학습자들이 대부분 지정된 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을 5분으로 제
한한다. 예비 발표 3은 대학교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자기소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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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 경우 인사와 성명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는 1분 내의 자기소개가 있을 수도 
있다. 학과 오리엔테이션, 동아리, 학생 회장 출마, 아르바이트 면접, 학문 목적 발표 등 
특정한 상황을 상정한 후, 청중이 발표자를 기억할 수 있는 인상적인 말이나 발표자가 청
중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하여 성의 있는 자기소개가 되도록 한다. 

이때 교수자는 학습자별 발표 수준 및 유형을 분석하면서 추가적으로 학습자가 단순히 
요약하여 전달하는지, 자신의 견해도 피력하는지,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는지 등도 함께 관
찰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예비 발표 1은 수집, 인과, 비교/대조, 문제/해결 등 어떠한 방
식으로 의미를 구성하는지 확인한다. 예비 발표 2와 3은 설명형, 논증형, 서사형, 기술형 
의 주제 전개 방식 중 어떠한 방식으로 주제가 전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예비 발표 
2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논증형을 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여 서사
형을 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비 발표 3은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므로 서사형을 택할 
수도 있으나 서사적 요소보다 설명형이나 기술형을 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
을 교수자와 학습자가 모두 관심 있게 관찰해야 수업의 내용이 심화된다.

② 2단계: 모범 발표 사례 경험하기

2단계에서는 모범적인 발표 사례를 관찰한다. 학습자는 이를 통해 바람직한 학문 목적 
발표의 속성을 인식할 수 있다. 우수한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 또는 모어 화자 대학생의 
발표 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시하거나 교수자가 직접 시범을 보일 수 있다. 학부 과정 한국
어 학습자의 발표 사례를 동영상으로 제시하는 경우, 본인과 한국어 능력, 연령, 지위 등 
유사한 조건을 가진 학습자가 우수한 발표를 수행하는 것을 봄으로써 학습자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자신과 좀 더 근접한 영역에 속하는 발표를 봄으로써 학문 
목적 발표에 대한 어려움을 덜 느낄 수 있다. 교수자가 시범을 보이는 경우에는 현시적 교
수법(explicit instruction)을 적용하여 발표를 수행하는 인지적 과정을 예시한다. 이를 통
해 학생들은 발표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다만 모범적인 발표 사례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문 목적 발표 사례 선정을 
위한 원리로 연은경(2013: 135)을 참조하여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실제 학문 목적 발표 사례를 활용하라. 
2)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수업 목표와 일치하는 사례를 선정하라. 
3)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험과 연결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라.
4) 여럿이 협력하여 의사 결정이나 문제 해결 단계가 필요한 사례를 선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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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한된 시간에 해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하라.
관찰이 끝나면 학문 목적 발표의 모범 사례의 속성에 대해 분석한다. 각 학습자는 모범

적인 학문 목적 발표가 갖추어야 하는 내용 구조, 형식 구조, 발표 불안 수준, 어휘 및 문
법의 사용, 발음, 유창성, 비언어 등 다양한 측면을 분석한다. 이때 교수자는 개입하지 않
고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사례를 분석하도록 한다. 사례 분석을 위해 <표 Ⅴ-2>와 같은 
질문 목록을 구성할 수 있다. 교수자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질문 목록
을 제공하여 그들이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속성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아
래 제시된 질문 목록은 구체적인 수업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생략되는 등 다양하게 변형
할 수 있다. 

영역 항목

맥락

Ÿ 학문 목적 상황에 적합한 목적을 설정하고 있는가? 
Ÿ 발표의 목적은 무엇인가?
Ÿ 청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Ÿ 과제 의도는 무엇으로 파악되는가?

내용

Ÿ 발표의 주제와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Ÿ 발표는 학문 목적 발표에 적절한 형식 구조를 취하는가?
Ÿ 주제에 적합한 전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가?
Ÿ 의미 구조의 구성이 타당한가?
Ÿ 주제부와 설명부가 긴밀하게 연결되는가?
Ÿ 설명부의 내용이 풍부한가?
Ÿ 내용이 논리적인가?
Ÿ 내용이 창의적인가?

어휘 및 문법

Ÿ 사용하고 있는 어휘나 문법이 정확한가?
Ÿ 사용하는 어휘나 문법이 적절한가?
Ÿ 사용하는 어휘나 문법이 다양한가?
Ÿ 사고도구어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발음

Ÿ 개별 음운을 정확하게 발음하는가?
Ÿ 발화 속도는 적절한가?
Ÿ 휴지의 사용은 빈번한가?
Ÿ 말더듬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지장을 주는가?

<표 Ⅴ-2> 사례 분석을 위한 질문 목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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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단계: 재발표하기

3단계는 1단계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여 발표한다. 소그룹 토의, 재발표의 하위 활
동으로 구성된다. 먼저 소그룹 토의 활동에서는 소그룹 내 협력을 통해 내용을 수정한다. 
협력을 통한 발표 준비는 학습자 간 인지적 과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토의함으로써 불
명확했던 부분들에 대해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면 
1회 연습으로 끝날 수 있지만 소그룹 내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면 구성원의 수만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소그룹 내 상호작용은 학습자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
어나기 때문에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언어적 상호작용이 활발하다(Brown, 
2001: 178). 이러한 상호작용은 비고츠키(Vygotsky, 1978)의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해당
한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동료 학습자나 교수자가 조언한 내용을 비계(scaffolding)로 설
정할 수도 있어 개인은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학문 목적 발표에 대해 어려움을 덜 
느낄 수 있다. 

다른 동료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즉 소그룹 토의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학습자는 성장하게 된다. 외국인 대학생은 처음에는 제이언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학문 목적의 발표를 낯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초심자에서 숙련된 화자로 성장한다. 이처럼 개인 학습자가 하나의 문화 집단, 담화 공동
체에 참여함으로써 초보의 수준에서 숙련된 수준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일찍이 비
고츠키, 힐란드 등도 논의한 바 있다. 비고츠키는 학습에 있어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
성을 강조한 바 있다. 언어발달과 같은 고등정신기능은 부모, 어른, 교사나 동료와의 대화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아 이것이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면
화된다고 보았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과 상호작
용을 통해 자신의 학문 목적 발표 능력을 점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
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힐란드(Hyland, 2003)는 초심자는 담화 공동체 외부에 존재하
므로 담화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들을 이해하지 못하며, 필자의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중립
적인 문체로 글을 써야 한다고 요구받아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습자는 하
나의 주체로서 담화 공동체 내부에 참여하여 동료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하며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협력적인 분위기는 학습
자들의 두려움, 부담 등 정의적 필터 수준을 낮추어 발표 불안이 줄어들고 자아 개념이 향
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리고 협력적인 학습은 발표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발
표 맥락을 동료 학습자를 통해 깨닫게 될 수 있으며, 발표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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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쉽게 지원을 얻을 수 있으며, 정확하면서도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재발표 활동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변화와 동료 학습자의 변화를 관찰하고 교수자는 학
습자의 발표를 녹화한다. 청중은 발표자가 발표하는 동안 이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한다. 
<표 Ⅴ-3>과 같이 발표 상호 평가표를 ‘목적, 내용, 어휘 및 문법, 발음’의 영역으로 구성
해 볼 수 있다. 

영역 항목 구체적인 의견

목적 Ÿ 발표 목적의 달성

내용

Ÿ 주제의 명료성
Ÿ 내용 전개의 논리성
Ÿ 형식 구조의 적절성
Ÿ 전개 방식의 적절성
Ÿ 의미 구조의 적절성
Ÿ 내용의 풍부성
Ÿ 내용의 창의성

어휘 및 문법

Ÿ 어휘 및 문법의 정확성
Ÿ 어휘 및 문법의 적절성
Ÿ 어휘 및 문법의 다양성
Ÿ 사고도구어의 사용

발음
Ÿ 발음의 정확성
Ÿ 발화 속도의 적절성
Ÿ 발화의 유창성

<표 Ⅴ-3> 발표 상호 평가표의 예

이 평가표는 비판이나 줄 세우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서 작성되는 것이다. 이는 발표자에게는 자신의 발표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귀
중한 자료가 되며 동시에 4단계에서의 토의를 위한 밑바탕이 된다. 발표자는 자신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자신의 발표 수행 장면에 대해 정교하게 동료 학습자로부터 피드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발표 수행 수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발표가 끝난 후에 
수업을 통해 깨달은 점, 본인과 동료 학습자들의 학문 목적 발표에 대한 인식 및 지식에 
대한 변화, 본인과 동료 학습자들의 학문 목적 발표에서 향상된 부분, 앞으로 개선해야 하
는 부분 등에 대해 토의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비판적 관점에서 언어문화를 파악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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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개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다른 장르를 접했을 때 그 장르
의 속성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어 장르 운용 시 어려움이 감소한다. 

④ 4단계: 토의하기

4단계는 지금까지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변화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토의하는 단계이
다. 학습자들은 자신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 동료 학습자들의 준비 과정을 보며 느
낀 점, 자신과 동료 학습자들이 수행한 발표의 변화 과정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한다. 
이는 발표 수행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료 학습자 더 나아가서는 
학문 공동체의 발전적인 변화를 주시함으로써 바람직한 학문 목적 발표의 상, 궁극적으로 
학문 목적 발표가 지향해야 하는 바, 학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역할 등에 대해 인
식하게 하고자 함이다. 

이때 소그룹 구성은 자신과 유사한 수준 및 유형의 발표를 수행하는 학습자와 상이한 
학습자를 포괄하여 구성한다. 유사한 수준 및 유형의 발표를 수행하는 학습자와는 동질감
이라는 정서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공감을 통한 학습의 강화가 일어난다. 자신이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 동료 
학습자로부터 공감과 동의를 얻으면 그것들이 강화되어 내재화된 지식이 된다. 상이한 유
형의 발표를 수행한 학습자를 통해서는 자신의 발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의 발표와 상이
한 수준 및 유형의 발표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에서, 즉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학문 목
적 발표의 요소, 능력 등에 대한 막연한 인식들이 명시적인 지식으로 변하게 된다. 

2) 학문 목적 발표의 형식 구조 지도
학문 목적 발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식 구조는 도입부, 전개부, 종결부의 삼단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를 발표에서 적절히 사용하면 청중들이 발표의 구조와 내용을 좀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형식 구조는 청중의 머릿속에 도식을 형성해 주며,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발표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 중에는 [사례 라], [사례 마]처럼 학문 목적 발표의 형식 구조를 제대
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즉 보통 수준의 표현지향
형과 기초 수준의 학습자처럼 발표의 수준이 보통 이하이거나 내용적 측면에서 부족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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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경우 형식 구조를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학문 목적 발표의 형식 구조 지도는 ‘인식-이해-적용-확인’의 과정을 거친다. 인식 단

계 이전에 학습자의 발표가 선행되어 그 발표를 분석하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인식 
단계에서는 자신이 수행한 발표의 형식 구조를 분석한다. 이때 주목할 분석 항목은 도입
부, 전개부, 종결부가 적절히 존재하는지, 하위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도입, 전
개, 종결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이다. 이 과정에서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
신이 구성한 형식 구조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인식할 수 있으며, 형식 구조를 올바르게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아래는 호텔관광경영학과 남학생이 마케팅 수업에
서 호텔 PR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한 것으로 <표 Ⅲ-1>에서 자료 No. 5로 표기한 바 있다. 

호텔 PR 사례 조사

도입부

안녕하세요? 그 호텔관광경영학과 09학번 ooo이라고 합니다. 저, 오늘, 그- 웨스틴 조선

호텔 PR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 목차입니다.(3초 휴지)

전개부 

그- 조선 웨스틴조선호텔 1914년 조선철도국에 의해 설립된 근대식 호텔로서 지금은 신세

계그룹에 속하는 특-1급 호텔입니다. 주요 사업은 호텔사업, 외식사업, 베이커리사업 등의

운영입니다. 그 조, 웨스틴조선호텔 베키아 앤 누보는 보졸레누보가 나오는 것은 기념해

십일월 십칠일과 십팔일 양일간 19세기 프랑스 와인 농장 재현합니다. 고객들이 직접 대

형 오크통에 들어가 1톤의 포도를 밟아 와인을 만들어 보는 행사 나만의 와인 만들기 보졸

레누보 이천사년 행사를 실시합니다. 그, 행사는 행사는 호텔 후문 방향의 야외 공간에 설

치된 삼십오미터 길이의 대형 텐트 속을 19세기 유럽 포도 농장을 재현해 진행됩니다. 밟

아와인을, 보졸 레 누보 2004년, 설치된 삽심오 기존 일상적인 보졸레누보 출시 기념 파

티를 넘어서 고객이 와인과 친숙해 지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부 아,

일시 17월, 11월17일 주녁 6시30분부터 새벽 한 시 이 까지 1부 와인디너, 1부 와인디너,

2부 와인파티 그 1부 2부 행사 참가하면 12만원 가격이에요... 메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그 와인이 와인,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와인은 그가 태어난 이탈리아 투스카나 지방산

으로유 명 와인 평가지 디켄트에서 세계 50대 와인으로 꼽힌 와인 중의 하나로 레오, 레

오, 나, 르, 도, 다빈치의 미술 작품을 와인 라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 2부 11월 18일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 와인, 와인파티만 실시합니다. 5만5천원입니다. 그, 나, 나만의 와

인을 만들기 위해 대형 오크 통에 들어가 포도를 직접 밟아보는 즐거운, 그리고 행사에 참

가한 고객이 원하면 와인을 병을 넣어 이듬해 봄에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호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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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사를 위해 1톤의 포도를 공수해 오크통에 가득 채울?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조선호

텔 명예 기사 작위식, 오크통 들기 게임, 와인 블라인드 테이스팅, 미스 미스터 보졸레누

보 선발대회, 와인 경매 행사,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합니다. 자정부터는 보졸레누

보의 출시를 기념하는 와인 파티 시작됩니다. 이러한 이벤트와 함께 약 20 여 가지의 안주

뷔페와 와인을 무제한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보졸레누보의 이천사년 나만의 와인 만

들기 홍보 결과 되겠습니다. 주로 일간지 총 18개 매체 있습니다. 방송 홍보 결과입니다.

다음에 온라인 홍보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사료 분석 드리겠습니다. 이벤트가 있으

므로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일간지와 그리고 TV방송과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 홍보물을 작

성하여 보냈다. 이때 보졸레누보 행사처럼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기-사화할 때 쓰=일 사

진들도 미리 찍을겸 기자초-청 사진 이벤트를 열어 기사에 함께 들어갈 사진을 찍기도 한

다. 보통 기사화하기 위한 내용들과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기 좋게 하여서 각

각의 매체에 보내면 그곳에서 기사화하여 매체에 보도하게 됩니다.

종결부 

네, 감사합니다.

위의 예는 도입부, 전개부, 종결부의 상위 구조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나 도입부와 종결
부의 하위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도입부에서는 인사, 자기소개, 주제 제시, 목차 제시로 
끝나는데 목차는 슬라이드를 보여 주기만 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 
종결부에는 감사 인사만이 존재할 뿐 종결부에 조사한 사례에 대한 종합 요약, 의의, 개인
적 의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전개부도 관련 신문 기사나 인터넷의 자료
를 정리하여 행사를 소개한 후, 방송 및 온라인 홍보 결과를 제시한다. 이 발표의 핵심은 
호텔 PR을 위한 행사가 성공적이었는지의 여부이므로 방송 홍보 결과, 온라인 홍보 결과
를 자세히 언급해야 하며 고객이나 진행 호텔 측의 평가에 대한 내용도 담아야 한다. 그러
나 전자는 위에서 밑줄 친 바와 같이 ‘방송 홍보 결과입니다.’, ‘온라인 홍보 결과입니다.’
라고 슬라이드를 제시하며 제목만 알려주고 정작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로 설명하지 않았
으며, 후자는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자신이 수행한 발표의 
형식 구조를 간단하게 개괄하여 봄으로써 자신의 발표 수준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해 단계에서는 교수자가 형식 구조의 상위 구조와 하위 구조, 각각의 기능
을 가르친다. 그리고 각 구조의 기능은 담화표지어를 통해 드러나거나 전달되기도 하므로 
필수적인 담화표지어를 가르치도록 한다. 담화표지어는 전환이나 나열 등의 기능, 도입이
나 종결 등의 형식 구조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나뉘기도 한다. 학문 목적 발표에서는 기
능이나 형식 구조에 따른 담화표지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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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식 구조에 따른 담화표지어를 가르친다. 도입부에서는 발표 시작을 알리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주제를 제시하는 ‘오늘 다룰 주제는 ooo입니다.’와 같은 담화표지어, 
전개부에서는 내용 전개 순서를 나타내는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대상을 비교하거
나 대조하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분류할 때 사용하는 ‘-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의 담화표지어, 종결부에서는 전체 내용 요약을 위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
약하면’, 결론을 제시하는 ‘결론적으로’ 등 하위 구조별 담화표지어를 가르치도록 한다. 그
리고 이전의 인식 단계에서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수행한 발표의 형식 구조를 예로 
들면서 어떻게 수정하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도록 한다. 위 사례를 예로 들
면 ‘도입부에서 왜 특정 호텔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는지, 왜 와인 행사를 선정하여 분석하
였는지 등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면 좋겠다.’라거나 ‘종결부에서 행사 내용과 홍보 결과를 
요약적으로 제시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등의 의견들을 나눌 수 있다.

적용 단계에서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주제를 하나 제시한 후 그들이 발표의 
형식 구조를 준비하도록 한다. 이때 <표 Ⅴ-4>와 같이 형식 구조를 작성하기 위한 표를 제
공할 수 있다. 각 하위 구조의 사용 여부를 괄호에 O, ×로 표시한다. 그리고 ‘내용’란에 자
신이 준비한 발표 내용을 기입하게 한다.

도입부

하위 
구조

인사(  )- 자기소개(  ) - 시작 알림(  ) - 주제 제시(  )
 - 배경 소개(  ) - 목차 소개 또는 제시(  )

내용

전개부

하위 
구조

 내용 전개

내용

종결부

하위 
구조

결론(  ) - 평가(  ) - 질의응답(  ) - 발표 마침 알림(  ) - 인사(  )

내용

<표 Ⅴ-4> 형식 구조 작성표의 예

마지막으로 확인 단계에서는 적용 단계에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발표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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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해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들과 토의를 한다.  

3) 학문 목적 발표를 위한 사고도구어 지도
사고도구어의 대다수가 한자어에 해당하는데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 좀 더 자유롭게 

활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한자어에 대한 스키마가 없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어
려움이 따른다. 한자어에 대한 스키마를 갖춘 한자어어권 학습자의 경우라도 한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우,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선택하거나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였더라도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전자의 
예로 기초 어휘에서의 잘못된 한자 사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무역을 전공하는 중국어권 
화자가 ‘중국과 한국은 FTA 체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중한 FTA 건립의 필
요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건립(建立)’은 한국어와 중국어에 모두 존재하는 한자어
이나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쓰임이 매우 어색하다. 후자의 예로 사고도구어의 부정확한 사
용이 있다. 디자인을 전공하는 중국어권 화자가 ‘한국의 옷이 세부가 많아요.’라고 말하였
는데, 이를 해석하면 ‘한국의 옷은 세부적인 디자인이 다양하다’ 또는 ‘한국의 옷은 디테일
이 뛰어나다’라는 의미이다. ‘세부’는 신명선(2004)에 따르면 사고도구어에 해당하여 이 
학습자는 사고도구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것을 통해서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 
위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적절한 사고도구어를 선택하고 사용하면 의미가 명료
하게 전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고도구어의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사고도구어의 목록은 1,000여 
개 이하이며 이 중 많은 어휘가 기초 어휘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
다. 목록을 제시한 후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어휘를 가르칠 때에는 설명, 예시, 
연상, 유추, 어휘장 활용, 문맥 활용, 형태론적 접근, 유의어와 반의어 관계 등 기본적인 
어휘 교육 방법을 통해 사고도구어를 가르친다. 설명은 ‘삭제하다’는 ‘없애거나 지운다’라
사전적 의미를 풀어 이야기하는 방법이다. 예시는 사고도구어와 관련된 사태를 보여 주는 
방법인데, ‘양극’을 ‘남극과 북극’ 그리고 자석의 ‘N극과 S극’의 예로 설명할 수 있다. 연
상은 사고도구어와 연관된 단어를 떠올리는 방법으로 ‘정보’라고 했을 때 ‘군사 정보, 컴퓨
터 정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유추는 부분과 전체, 사물과 기능, 사물과 사물 구조, 활동
하는 사람과 도구, 크기와 정도 관계에 따라 사고도구어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서 ‘논문 : 각주’와 ‘문헌 : 부록’을 제시할 수 있다. 어휘장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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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은 개념적 공통성이나 유사성이 있는 사고도구어의 집합을 가르치는 것으로 상위
어와 하위어, 다의어, 동음이의어를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음이의어인 ‘대체02(大
體)’와 ‘대체03(代替)’ 또는 ‘기술03(記述)’과 ‘기술04(旣述)’을 동시에 제시할 수 있다. 문
맥 활용은 문장이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사고도구어를 노출하는 것인데 심리학
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심리’, ‘안정’, ‘암시’ 등을 제시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형태
론적 접근은 어근이나 접사의 의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접사 ‘적(的)’을 통해 ‘역사적, 사
실적, 세부적, 역설적’ 등의 사고도구어를 가르칠 수 있다. 유의어와 반의어의 관계를 이용
하는 방법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여러 개의 사고도구어를 제시하거나 의미가 반대 되는 사
고도구어를 동시에 제시하는 것으로 ‘명백하다, 명료하다’와 같은 유의어나 ‘암묵’과 ‘명
시’와 같은 반의어를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사고도구어를 가르친 후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이 발표에서 
사용한 어휘들을 교수자, 동료 학습자와 함께 사고도구어를 사용했는가, 기초 어휘를 사고
도구어로 대체할 수 있는가, 보다 적확한 사고도구어로 수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함께 
토의하도록 한다. <표 Ⅴ-5>는 수집한 학문 목적 발표 자료 중 일부이다. ‘본 발표’는 수집
한 자료이며, ‘수정’은 동료 학습자들과 토의를 통해 산출해 낼 수 있는 표현들의 예를 제
시한 것이다. 

자료 본 발표 수정

자료 8

81. 그래서, 어, 그, 선생님이 뭐 82. 상황에 
따라 적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83. 
나중에 다른 문화적응유형이 나타날 지도 모릅
니다. 84. 그런데 저는 지금 문화적응 유형이 
잘 될 거 같아서 나중에도 85. 지금처럼 이렇
게 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a. 지금처럼 생활을 유지하면 될 거
라고 생각합니다.
b. 현재의 태도를 견지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9

S9: 42. 네, 그리고 이 작품은 중국어의 고대 
문학의 대표작으로 지금까지도 높은 평가를 받
고 있습니다. 43. 중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
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우리에게 친숙한 소재
입니다. 44. 그리고 지금은 영화, 45. 경극, 오
페라 등 여러 가지 식으로 생명을 유지해 나가
고 있습니다. 

a.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형되어 생
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b.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가공되어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c. 여러 장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
다. 
d. 여러 장르에서 모티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표 Ⅴ-5> 사고도구어 수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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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8]에서는 ‘지금’, ‘이렇게’처럼 맥락을 떠나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
하였다. 사고도구어를 채택하여 좀 더 명료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수정하면 ‘a. 지금처럼 
생활을 유지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와 ‘b. 현재의 태도를 견지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자료 9]는 ‘여러 가지 식’이라는 표현을 사
용하고 있는데 이는 방식이나 방법을 가리키고 있어 ‘a.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변형되어 생
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b.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가공되어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c. 여러 장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d. 여러 장르에서 모티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등으로 수정될 수 있다. 

4) 학문 목적 발표를 위한 유창성 훈련
한국어 말하기 교육은 자음, 모음, 음운 변화 등 정확성에 치우쳐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 억양이나 강세 등 초분절음에 대한 교육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반가우나 이 역시 한
국어 모어 화자에 근접한 발음, 즉 정확성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창성은 초급 단
계부터 고급 단계에 걸쳐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이처럼 유창성은 그동안 
간과되어 왔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확
한 발음을 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유창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연습을 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유창성은 발화 속도, 휴지, 말더듬에 의해 결정된다. 발화 속도, 휴지, 말더듬과 같은 외
현된 말소리는 개념형성기(Conceptualizer)와 언어형식 주조기(Formulator) 그리고 조음
기(Articulator)를 거쳐 생산되는데 특히 언어 형식과 조음은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Levelt, 1989; 김지홍 역, 2005: 34-67). 자동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화자가 자동성
(automaticity)을 소유한다는 의미이며, 발표자가 의식하지 않은 채 정보를 인지적으로 처
리하며 조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인지적 처리나 조음의 과정에 부하가 걸리면 발화 속
도를 비롯한 유창성의 여타 표지들이 저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창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언어 형식 주조기와 조음기를 처리하는 과정이 자동화되어야 하며, 조음도 유려하게 산출
되어야 한다. 이처럼 지적 영역으로부터 심동적 영역으로 자동적으로 연계되는 발화의 유
창성이 자동화를 통해 함양되기 위해서는 초급 단계에서부터 꾸준한 반복 연습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비록 초급 단계에서부터 유창성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도 반복적으
로 훈련을 진행하면 충분히 개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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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반복하여 소리 
내어 읽으며 발화 길이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훈련이다. 처음에는 ‘이번에 저는 한국에서 
문화 적응 양상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와 같이 짧은 문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정
도 길이의 발화를 비교적 유창하게 말하게 되었다면 좀 더 긴 문장으로 연습하고 종국에는 
‘일단 오늘 발표할 통계 자료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코시스에서 2011년에 했던 학교급 
및 특성별 월평균 사교육비라는 통계자료랑 문부과학성이 2011년에 했던 아이들의 학습
지 조사 그리고 베네쎄(Benesse) 교육연구개발센터가 2009년에 했던 아이들의 스포츠 예
술 학습 활동이라는 통계자료 그리고 생활 실태 조사를 검토해 보았습니다.’와 같은 한 단
락 정도에 해당하는 문장을 대상으로 연습한다. 첫 번째 문장을 예로 들면  문장에 있어서 
1차 시기에는 다음의 ⒜와 같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촘촘한 간격으로 끊어 읽는다. 이
제 끊어 읽는 단위 안에서의 발화가 유창해졌다면 2차 시기로 진입하는데 이때는 ⒝와 같
이 좀 더 간격을 넓게 두어 끊어 읽는다. 이에 숙달되면 3차 시기에는 최대한 간격을 두어 
끊어 읽도록 한다.

⒜ 이번에/ 저는/ 한국에서/ 문화 적응 양상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 이번에/ 저는/ 한국에서/ 문화 적응 양상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 이번에 저는/ 한국에서 문화 적응 양상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연습을 통해 단어 수준이 아니라 구나 절의 수준으로 이해 수준도 확장되고 
발화도 유창해진다. 이와 더불어 청자의 이해를 위해 끊어 말하는 적절한 지점이 어디인지
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활동은 글로 쓰인 텍스트를 소리 내어 읽는 
활동을 통해 구어 유창성을 증진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읽기 기능과 연계할 수 있
다. 

한 단계 수준이 높은 활동으로는 음성 자료를 따라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가 있다. 
이나은(2010)은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Shadowing)92) 학습법이 중학생의 구어 능력 향
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전에는 따라 말하기에 빠른 속도로 느껴지던 음성 자
료의 발화 속도가 자꾸 따라 말하여 익숙해지면서 빠르게 느껴지지 않아 발화 속도의 향상
에 기여하였다고 한다. 이를 유창성 훈련에 적용하여 학문 목적 발표의 모범적인 음성 자
료를 듣고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처음 단계에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주

92) 그는 ‘쉐도잉 학습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본고에서는 ‘그림자처럼 따라 말하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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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집중하여 의미와 형태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때까지 음성 자료를 들려준다. 그리고 다
음 단계에서, 들려 준 음성 자료를 ‘□□□□   □□  □□□   □□□  □□  □□□□□
□□.’ , ‘____ __ ___ __ _______.’, ‘(     ) (  ) (   ) (   ) (  ) (       ).’과 같이 시각화
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다시 음성 자료를 들려 주어 학습자들이 빈칸을 채워 가도록 한다. 
여러 차례에 걸친 청취를 통해 빈칸을 다 채운 후, 어절별로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를 한
다. 어절별 따라 읽기가 끝나면 구별로 따라 읽기를 실시한다. 이에 익숙해지면 전체 문장
을 그림자처럼 따라 읽도록 유도한다. 이 활동을 통해 학문 목적 발표 장르에서 사용하는 
어휘 및 문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며, 내용을 매끄럽게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체
득하게 되는 등 여러 부수적 효과가 있다. 또한 학문 목적 학습자의 듣기 능력 향상 및 학
습 태도(류계영, 2010), 읽기 유창성(여지민, 2012)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활동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면대면으로 대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이 방법을 체득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나은(2010)이 
제안한 바와 같이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훈련할 수도 있다.93) 

학문 목적 발표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조화하여 이를 음성적으로 산출해
야 하는 장르이다. 화자가 머릿속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발표 연습을 한다고 하여 실제 발
표 수행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다. 또한 장르 인식, 장르 지식 학습 등 인지적 이해 활동을 
행한다고 학문 목적 발표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 학문 목적 발표는 학문 담화 공동체에
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인 행위이므로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인 동료 학
습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학문 목적 발표 장르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학습자가 학문 
목적 발표라는 언어 행위를 직접 실천하고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제시한 지도 및 훈련 방안은 모두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지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정과 결과를 통합적으로 경험하도록 고안되었다. 즉 직접 
경험의 원리와 과정과 통합의 원리에 근간을 둔다. 우선 직접 경험의 원리는 두 가지 측면
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학문 목적 발표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직접 경험(experiential learning)은 학습자가 직접 수행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피드백을 얻으면서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러한 가정들을 수
정해 나가면서 언어 원리를 발견하여 유창한 화자가 된다(Eyring, 1991: 347).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는 종국적으로는 어떠한 상황과 과제이든 상관없이 맥락을 스스로 파악하고 

93)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한국어 운율 학습(최현정, 2011), 음성인식 기능 및 메신저를 사용한

말하기 교육(홍은실, 2012b)에 관한 논의도 유창성 훈련에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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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적합한 발표를 수행하는 화자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직접 경험해 나가며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특질을 이해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누적되어야 발표를 우수하게 수행할 수 있
다. 그러나 Ⅳ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의 대부분이 발표 교육
이나 발표를 수행해 본 경험이 빈약하였다. 그러므로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학문 목
적 발표의 상황에서 발표 준비의 하위 단계를 거쳐 준비한 내용을 청중을 대상으로 발표해 
보며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 직접 경험에 의해 형성된 
태도가 간접 경험을 통해 구성된 태도보다 훨씬 확고하다는 연구 결과(Fazio & Zanna, 
1981)도 이러한 원리를 뒷받침한다. 

둘째는 학습자의 개인적 경험을 수업에서 질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언어 교수에서 한 
때 주목받았던 ‘언어 경험 접근(LEA: Language Experience Approach)94)’과도 관련이 
있다(Brown, 2001: 239).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을 수업에 반영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창조
적으로 재구성하고 생산해 내는 데 더욱 흥미를 느낀다. 또한 실제적(authentic) 자원을 
활용하여 수업하므로 언어 사용 실제에 가까운 수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학문 목적 발표 수업에서 공유하고 활용해야 한
다. 이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의 경험에는 제한이 없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
습자가 자국어 교육, 외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대학 수업에서 경험하였던 학문 목적 발표
에 대한 이야기, 자신이 수행한 학문 목적 발표의 장점과 단점, 발표 주제와 관련된 에피
소드 등 다양하다. 교수자의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교수자의 경
험이 수업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수업하
는 것이 학습자의 개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목표에 부합한다.

다음으로 학문 목적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과 수행 결과를 모두 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과 결과 통합의 원리를 보겠다. Ⅳ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말하기 교육이나 
발표 교육은 결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교사는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발표문을 준비하
고 이를 수업에서 외우거나 읽은 후에 교사는 간단하게 내용이나 어휘나 문법에 대해 피드
백을 제공한다. 학문 목적 발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발표자의 생각이나 의견을 펼쳐 
나가는 내용 구성은 다룰 기회가 없었다. 또한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들은 주제 범위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자신이 전개하고 싶은 논지와 주제가 적합한지, 자료를 어디에서 
수집해야 하는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등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

94) 모어 읽기 수업에서 창안되었으나 후에는 제이언어 교육에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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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과정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담화 층위에서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 
단위화제 간 의미 관계를 구성하는 법, 단위화제 내 논리적인 내용의 연결과 같은 부분을, 
그리고 발표를 준비하는 인지적인 과정을 가르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학문 목적 발표 수행 시 두드러지는 음운 및 음성적
인 특질들도 결과로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음성 언어는 공중에 내뱉음과 동시에 사라
지는 소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난해할 수 있다. 발표 준비 
과정에서 예행 연습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준비 단계이고 훈련일 뿐, 실제 발표 
수행이 아니므로, 실제 발표 수행에 나타난 음운 및 음성의 특질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
고 여기에서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문 목적 
발표는 청중을 대상으로 한 역동적인 말하기 행위이므로 발표 준비와는 상관없는 돌발적
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정에서 준비한 발표와 수행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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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본 논문은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 목적 발표에 대한 증대되는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부재, 언어 지식 위주의 발표 교육에 문제를 제
기하며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수학 중인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는 외국어가 
아니라 한국어 언어활동을 통해 삶을,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제이언어이다. 학문 목적 발
표의 상황, 내용 구성을 차치하고 언어의 형식과 기능에 치중하는 발표 교육은 반쪽짜리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 양상과 그에 영향을 미친 배경 요인
을 탐색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
정하였다. 첫째, 학문 목적 발표의 장르적 특질은 어떠한가? 둘째,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
자가 생산한 학문 목적 발표의 담화, 어휘 및 문법, 음운 및 음성 층위에는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가? 셋째,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은 무엇인
가? 넷째, 한국어 학습자 대상의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을 위한 내용과 방안은 어떻게 구성
되어야 하는가?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채택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학문 목
적 발표 교육을 위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학문 목적 발표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과 기준을 수립하였다. 학문 목적 발표 양상을 이해하는 데는 도구적 사례 연구, 다
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집합적 사례 연구, 학문 목적 발표의 양상이 어떻게 그
리고 왜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설명적 사례 연구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수집한 22
개의 학문 목적 발표 자료 중에서 연구 목적에 적합한 사례를 선정하여 이들의 발표 녹화 
및 녹취 자료, 발표 보조 자료, 보고서, 이들이 학습한 한국어 교재, 표준화된 개방형 면담 
등을 분석하였다. 

Ⅱ장에서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 목적 발표는 제이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므로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어 교육과 한국어교육 그리고 장르 이론을 고찰하
였다. 학문 목적 발표가 담화 공동체 구성원의 가치 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공동의 목적
을 위해 관습적인 어휘-문법, 수사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장르’라고 규정하고 체계기능
언어학파, 특수 목적 영어교육학, 신수사학파에서의 논의들을 종합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장르적 접근을 취하여 학문 목적 발표를 “학문 공동체의 일원인 발표자가 청중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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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 측면에서는 개인적 성장을 이루고 비판적 사고력
을 함양하며 담화 공동체 차원에서는 지식을 생성하고 창조하는 언어 행위”라고 정의하였
다. 그리고 학문 목적 발표의 요소와 능력에 대한 이론과 논의를 고찰한 후 ‘담화 층위에
서 내용의 통일성, 어휘 및 문법 층위에서의 다양성과 적절성 그리고 정확성, 음운 및 음
성 층위의 정확성 및 유창성’을 가장 핵심적인 학문 목적 발표 능력으로 설정하였다. 학문 
목적 발표의  능력은 다르게 설정될 여지가 있으나 본고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교수-학습의 실제에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문 목적 발표 능력
의 핵심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담화 분석 틀과 분석 단위를 설정하였다. 

Ⅲ장에서는 자료 수집, 사례 선정 절차와 분석 틀을 제시한 후, 담화 층위, 어휘 및 문
법 층위, 음운 및 음성 층위에 걸쳐 담화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우선 사례 선
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학문 목적 발표의 온전한 모습을 재구하기 위하여 대학 수업에서 
이루어진 실제 발표 담화를 녹화와 녹취 형태로 수집하였다.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
해 단계적 기준을 정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이론적 표본 추출을 통해 총 22개 자료를 확보
하였다. 22개의 발표 담화에 대해 한국어교육 전문가 3인이 내용과 표현을 축으로 ‘상, 중
상, 중하, 하’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3명의 평가자를 둔 것은 덴진의 삼각 측정을 통해 타
당도를 높이고자 함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패튼의 유목적적 표본 추출 전략과 모스의 
사례 선택 전략을 종합하여 다섯 개의 사례(우수 수준, 보통 수준-내용·표현균등형, 내용
지향형, 표현지향형, 기초 수준)를 선정하였다. 장르 분석의 담화 우선 접근과 상황 우선 
접근을 통합하여 학문 목적 발표 양상과 배경 요인을 분석하는 틀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토
대로 선정한 사례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담화 분석에서는 학습자의 발표 내용 및 표현에 나타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화 
층위, 어휘 및 문법 층위, 음운 및 음성 층위를 분석하였다. 담화 층위에서는 도입부, 전개
부, 종결부 등의 형식 구조, 설명형, 서사형, 논증형, 기술형 등의 주제 전개 방식을, 수집, 
비교/대조, 인과, 문제/해결 등 단위화제 간 의미 구조를, 단위화제 내 내용 구성은 소주
제와 설명부의 연결, 설명부의 진술 정도를 확인하였다. 어휘와 문법은 분리하기 어려운 
단일연속체의 양극단에 있다고 보아 어휘 및 문법을 하나의 언어 층위로 설정하고 어휘의 
선택 및 사용과 문법적 오류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어휘 선택 및 사용에서는 형태와 의미
에 대한 기초 어휘의 선택 및 결합, 학문 목적 한국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행어, 개
념어, 조직어 등 사고도구어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문법적 오류는 정확성과 상황 적절
성을 기준으로 판별하였는데 격조사, 보조사, 생략, 추가 등의 조사 오류, 어말 어미, 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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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어미 등의 어미 오류, 어순, 호응, 성분 생략, 추가, 중복, 피동 및 사동의 문장 구성 오
류 양상을 확인하였다. 음운 및 음성 층위에서는 분절음의 발음과 유창성을 판단하는 요소
인 발화 속도, 휴지, 말더듬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절음은 사례별로 오류가 나타나는 음
운을 분석하였고 발화 속도는 분당 음절 수(SPM: Syllables Per Minute)를 기준으로 측
정하였으며 휴지는 1~3초, 3초 이상으로 구분하여 횟수와 비율을 확인하였다. 말더듬은 
단어 일부 반복, 단음절 단어 반복, 다음절 단어 반복, 구 반복 등의 반복, 군말 삽입, 수
정, 장음화로 구분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의 결과가 어떠한 요인으로부터 유래하였는지를 표준화된 개방형 면담
과 질적 자료 분석(발표 보조 자료, 보고서, 학습한 한국어 교재 등)을 통하여 교육적 시사
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와 한국어의 언어 구조로, 어휘 
및 문법, 음운 및 음성을 대조해 본 결과, 모어가 중국어, 베트남 어와 같은 고립어인 경우 
발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며, 문장 구성, 조사 및 어미 오류 발생 빈도가 높아 모어와 
한국어의 언어적 차이가 학문 목적 발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자아 개념, 학습 동기, 발표 불안과 같은 정
의적 요인이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평가, 유학, 해당 수업, 발표에 대한 
동기 수준, 발표 불안 수준은 학문 목적 발표 수행 수준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
표 전 준비 과정인 주제 선정, 목표 설정, 청중 분석, 자료 수집, 내용 조직, 보조 자료 작
성 등 하위 단계에 대한 인식과 이행의 정도에 따라 발표 수행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지적 요인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한국어 교재, 한국어 교·
강사, 자국어 교육, 외국어 교육이 발견되었다.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경
험(교재, 교·강사)도 학문 목적 발표 수행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문 목
적 발표 담화를 명시적으로 배우지 않았어도 다양한 담화 유형에 대한 경험, 과정 중심의 
발표 경험, 작문 수업에서 내용 생성 및 조직을 배운 경험, 교수자의 세심한 지도 등은 학
문 목적 발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국어 교육에서와 여타 외국어 교육에서의 
발표 교육 및 발표 수행에 대한 경험도 학문 목적 발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대
부분의 학습자들은 모어 교육에서 발표나 발표 교육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발표 
장르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 이해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우수 수준의 발표자
를 통해 외국어 발표 교육 경험이 다른 문화에 나타나는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특수성을 
인식하는 안목을 길러줄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Ⅴ장은 Ⅲ장과 Ⅳ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의 목표를 수립한 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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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학문 목적 발표는 학문 목적 한국어, 제이언어로서의 한국어교
육에 터하므로 언어의 형식이나 기능을 다루는 능력은 물론 비판적 사고 능력, 개인적 성
장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 목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수립하였다. 
첫째, 학문 공동체로서의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학문 목적 발표의 
본질을 이해한다. 둘째, 학문 목적 발표 장르에 맞는 논리적인 담화의 구조와 내용을 생성
한다. 셋째, 학문 목적 발표 장르에 적절하며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다. 넷째, 학문 목적 발
표를 명료하고 유창하게 한다. 교육 내용 범주는 교육 목표로부터 맥락, 담화, 어휘 및 문
법, 음성 및 음운을 도출하였으며 각 범주별로 내용 요소를 상세화하여 기술하였다. 이러
한 교육 내용을 교육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모든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
으로 하는 공통 기본 수업을 구안하였으며 학습자 수준 및 유형별 지도 방안의 예를 제시
하였다. 공통 기본 수업은 ‘1단계: 예비 발표하기→2단계: 모범 발표 사례 경험하기→3단
계: 재발표하기→4단계: 토의하기’로 구성되며 학습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초로 한다. 학
습자 수준 및 유형별로는 기초 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형식 구조, 보통 수준의 학습자를 위
한 사고도구어, 보통 수준의 내용 지향형 학습자를 위한 유창성 지도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장르적 접근에 기반하여, 학문 목적 발표를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로 단순하게 보지 않고 학문 공동체 안에서 지식 공유와 창출을 통
해 성장하는 사회적 언어 행위로 파악하였다. 기존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무비판적으로 수
용하였던 특수 목적 영어 일변도의 장르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체계기능언어학, 수사학, 특
수 목적 영어 등의 장르 이론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학문 목적 발표에 합당한 장르적 접
근을 취하였다. 둘째, 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영어 교육의 학제적 접근을 통해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을 위한 이론적 기틀과 방법을 마련하였다. 학문 목적 한국어 발표 교육은 연구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발표’는 구어 의사소통을 총칭하기도 하며 구어 의사
소통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는 등 학자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
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사례 연구를 통해 학문 목적 발표의 양상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의 관련성을 질적으로 탐구하였다. 기존의 담화 분석은 구조나 표현의 
전형성을 찾고자 시도하였으나 본고는 그와 달리 학습자 개인의 배경적 요인이 담화에 드
러난다고 보는 입장에서 양상과 요인의 상관성을 확인하여 이를 교육에 반영하고자 하였
다. 넷째, 연구를 위해 인위적으로 짜여진 실험적 상황이 아니라 실제 대학 수업 장면에서 
본 연구의 발표 사례들을 수집하였다. 그 덕분에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가 실제로 대면
하는 학문 목적 발표 상황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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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 발표의 수준 및 유형을 교수-학습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방안을 구안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을 위한 이론이 구축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첫째, 학문 목적 발표의 변인 간 관련성에 대한 양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
는 학문 목적 발표 장르의 실제 모습을 재구해 내고, 발표 담화의 양상을 질적으로 읽어 
내며, 그에 영향을 미친 배경 요인들을 밝히기 위해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인위적으로 꾸며진 실험 상황에서의 발표가 아니라 대학 수업에서 수행된 실제 학문 목적 
발표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의 개인적 속성들이 실
제 삶과 만나 어떠한 학문 목적 발표 양상을 만들어 내는지를 관찰하기에 적절하였다. 그
러나 방법론적 한계에 의해 다양한 변인과 복잡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양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일반화, 이론화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향후에는 변인을 통제한 양적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발표의 비언어적 양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비언어는 말 이상의 힘이 있다. 
때에 따라서는 말과는 다른 속뜻을 비언어로 전달한다. 또 비언어는 언어문화와 밀착되어 
동일한 비언어가 문화권별로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이처럼 말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는 
비언어를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특정한 장르에서 문화권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학문 목적 발표는 문화권별로 대표적이며 전형적인 비언어를 사용하는 담화 
유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언어를 다루기에 적절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
았으나, 비언어는 언어가 전하지 않는, 발표자가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표현 방식이므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향후 문화권별로 대표적이며 전
형적인 비언어를 사용하는 발표 담화 유형에서, 학습자가 모어에서도 해당 담화에서의 비
언어 사용 경험이 풍부한 경우로 제한한 연구 자료에 바탕을 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발표 보조 자료에 대한 깊이 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발표 보조 자료는 발표 
보조 자료의 종류, 작성 방식, 쓰기 능력과의 연계성 등 복합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 발표 보조 자료는 파워포인트가 흔히 쓰이나 사진, 동화상, 청각 자료, 모형 등 다양
한 매체 자료가 존재한다. 구체적인 학문 목적 발표 맥락에 적절한 매체가 다를 수 있으
며, 매체마다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는 원리나 방식이 다를 수 있다. 또한 발표 보조 자료
는 사전에 작성한 보고서나 발표문에 기반하여 만들어지기도 하므로 쓰기 기능과도 직접
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발표 보조 자료로 어떠한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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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표 보조 자료 안에 때 메시지를 가시적으로 전달하는 시각화 원리는 무엇인가, 학문 
목적 발표 시 발표 보조 자료는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가, 보고서나 발표문은 발표 보조 
자료로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바
탕으로 학부 과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문 목적 발표 장르 교육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
하는 최초의 논의이므로 분석 틀이 광범해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그런데 
여기에 전달의 문제까지 다루는 것은 논의의 깊이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
에 본고에서는 각 사례에서 사용한 발표 보조 자료의 유형과 작성 과정에 한해서만 분석하
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후속 과제들이 연구된다면 학문 목적 발표 교육을 위한 견고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
의 방향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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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aching Academic Presentations to KSL College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flect on the essence of the academic 
presentation genre and to design educational content and methods for 
undergraduate-level Koreans as second language (KSL) learners. To 
accomplish this purpose, it was necessary to first clarify the essential nature 
of the academic presentation genre. Academic presentations are not a mere 
oral activity, like giving a public speech to fellow learners; rather, they have 
deeper significance as a linguistic activity promoting individual growth and 
critical thinking in terms of individuals, while forming and creating 
knowledge in terms of a discourse community. Despite the significance and 
distinctiveness of academic presentations in genre terms, there has been 
insufficient education about them in KSL programs.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the genre-based approach were verified in order to benefit KSL 
learners by providing them instruction in Korean for academic purposes, 
familiarising them with the teaching/learning context where presentations 
take place and the character of the audience as an academic discourse 
community consisting of teachers and fellow learners, and fostering the 
ultimate goal of knowledge creation by means of the academic presentations. 
The concept, elements, and skills necessary for academic presentations are 
established based on the above understanding and goals.

Next, this study analyzed the presentations given by Korean language 
learners in an undergraduate program from the perspectives of content and 
expression. Significant cases were selected to explai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resentation modality and background factors, and an analysis was 
conducted by focusing on these cases, classified as basic, normal,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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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standing by the quality of the presentation. The normal level was then 
categorized  into content-oriented, expression-oriented, and balanced  
presentations. This study analyzed discourse level, lexico-grammar level, and 
phoneme and pronunciation level based on utterance units, unit topic, and 
discourse  in order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aspects of content and 
expression in academic presentations. Cohesiveness was the base for 
analysis at the discourse level; accuracy, diversity and appropriateness at 
the lexico-grammar level; and accuracy and fluency at the phoneme and 
pronunciation level.

Moreover, the background factors that influenced these aspects of the 
presentations were analyzed through video- and tape-recordings, supporting 
material for presentations ; and other material including presenters’ reports 
on the presentation, the Korean textbooks the learners studied,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following 
factors influenced the level of the presentations: linguistic factors inherited 
the structure of the learners’ mother tongue, vocabulary, grammar, 
phonemic knowledge, and pronunciation ; cognitive factors revealed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the presentations, such as selecting a topic, setting 
a goal, assessing the audience, collecting data, organizing content, and 
preparing supplementary data; affective factors internally possessed by the 
learner, such as self-concept, learning motivation, and speech anxiety; and 
socio-cultural factors resulting from the impact on the students of their 
Korean textbooks, teachers, and experiences giving presentations and 
receiving education in both their native language  and foreign languages.

Based on these factors identified from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then 
designed goals, content, and methods of education in giving an academic 
presentation among undergraduate KSL learners. The set education goals 
were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academic presentation genre’, ‘create 
structures and content’, ‘use appropriate and diverse express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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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 material clearly and fluently’. On this basis, this study established 
the content areas of ‘understanding essence of academic presentation, 
generating content, organizing content, expression, attitude’. 
Teaching/learning was divided into a common basic course and further 
individual instruction to reflect the students’ individual levels and 
characteristics. The common basic course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gression: preliminary presentation → experience of model case 
presentation → re-presentation → discussi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t was organized to help learners naturally 
understand the attributes of the academic presentation genre by comparing 
their own presentations with those of fellow learners and model cases. 
Furthermore, guidance on presentation type and structure, guidance on 
academic vocabulary, and fluency training were provided for basic- and 
normal-level learners, tailored to their level.

Key Words: Teaching Korean, Korean for Academic Purpose, Academic 
Presentation, Genre, KSL Undergraduates, Korean as Second 
Language, Genre, Discourse, Lexico-grammar,  Phoneme and 
Pronunciation, Linguistic Factors, Cognitive Factors, Affective 
Factors, Socio-cultur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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