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교수법 연구왜 전재와 방법 

윤희원* 

I 시작종}면새 

우리에게 “한국어교육”이 낯설지 않은 분야가 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물론 역사가 오랜 그리스어나 라틴어， 프랑스어나 영어 등과는 

비교하기 어렵다고 할지 모르나 이제 “한국어교육”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나 해외에서나 점차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에 

대한 우려와 기대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점차 커지고 있 

다. 따라서 교육기관파 교육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주문도 변하고 

있으며 교육의 도구와 방법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건， 어떤 분야에서건， 교육은 가르침의 주체와 교육 

이 수행되는 장을 전제로 한다 결국 선생님과 교실이 핵심인 것이다 그 

리고 우려， 기대， 요구 등의 바탕에 있는 단 한 가지는 “잘 배우게 해 달라 

는 것”이다. 

교육의 성과가 가르치는 이의 인품과 경험 그리고 학습자에 대한 사랑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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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기능한 것처럼 이야기되던 때도 있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 행 

해지는 교육일수록 교사로서의 “소양”이 문제시되었고， 그 소양 가운데 

중요한 덕목은 “사명감’이나 “희생정신” 등이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원 각 

자의 끊임없는 실천과 실천의 경험을 통한 ‘자기완성(?!)’을 기다리고 있 

을 수만은 없다. 다양한 경험을 추상하여 원리를 찾고 이론을 세우며， 그 

결과에 따라 교육의 설천이 개선되도록 하는 논리적 과정인 연구가 반드 

시 필요하다. 

한국어교육에서도 연구의 중요성은 인정되어 왔다 다만， ‘현황과 문제 

점’류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연구이거나， 아니면 매우 좁은 대상에 대한 

조사연구여서， 실제 현장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기 어려웠을 따륨이다. 

이는 한국어교육 분야의 변화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나머지， 밀어닥치는 

학생틀을 가르쳐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대증적 요법’을 내놓았어야 했으므로， 본격적인 연구의 전제와 과정에 대 

한 갚은 탐구를 할 겨를이 없었던 현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설제로 교육에 관한 모든 연구는 교수 학습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연 

구이고， 잘된 연구의 성과는 모두 교수 학습 성과의 호ν상에 도움이 되어 

야 한다. 그러나 모든 분야를 다 다룰 수는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실제로 수행되는 과정인 교수 학습 방법， 즉 “한국어교수법”에 대 

한 연구로 제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어교수법 연구의 전제와 방법 9 

II 한국어교수법 연구의 챈제 

1 흐벅어교육학으| 섭격 

한국어교수법 연구는 “한국어교육략’의 한 분야이며， 한국어교육학은， 

문자 그대로， 한국어교육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학문의 한 영역으로， 

다양한 한국어교육의 장에서 교육 내용과 교사 및 학생의 상호 작용에 관 

한 이론적 경험적 제 연구를 뜻한다 즉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설천 

되고 있는 교육 현상을 대상으로， 각각의 경우에 ‘왜 무엇을’， ‘언제 얼 

마나 • 어떻게’ 다룰 것이며 ‘누캐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체계적 접근이 

다. 한국어교육학은 한국어교육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게 승1쓴 것 

은 물론이고 목표 설정이나 내용 선정 배열 등 한국어교육의 전 과정에 

걸쳐서 교사를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상식적 수준의 판단이나 경험， 

특정 분야에 대한 조사의 수준을 념어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이론 개발을 

통하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나아가 실제 교수 · 학습과 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이나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발하는 바탕을 제공할 수 있어 

야한다. 

2. 효팩어교수범 연구의 우|상 

한국어교육학에서 한쾌교수법 연구가 차지하는 위상을 논하기 위해 

서는， 어떤 식으로든 영역 구분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교육학 

의 영역은 한국어사용기능별(튿기， 말하기， 읽기， 쓰71)， 한국어교육내용별 

(한국어 사용 능력， 한국어 지식， 문학， 문화)， 학습자수준별(초급， 중국， 고 

급)， 학습자의 모어별 흑은 학습 지역별 분류나 연구 방법(계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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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연구， 질적 연구， 실험 연구 등)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며， 교육의 

흐름에 따라 한국어교육목표론， 한국어교육내용구조론， 한국어교수학습 

론， 한국어교재론， 한국어체제론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다. 

한국어교수법 연구는， 위에 제시한 여러 분류 가운데， 맨 마지막 분류 

기준에 따라서 파악될 수 있는 영역이다. 즉 한국어교수학습론에 해당한 

다 

한국어목표론은 한국어교육을 통해서 추구하는 바를 알아내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는 한국어교육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인(그리고 동시에 매우 

설용적인) 규명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어교육의 의미를 사회문화적 요구 

와 욕구 및 필요에 비추어 밝혀 보지는 것이다. 또한 기왕에 교육목표로 

되어 있는 사항들을 재검토하는 작업도 포함한다. 

한국어교육내용구조론은 한국어와 관련된 지식 가운데에서 교육목표 

에 부합되논 내용을 선정 조직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공한다. 한국어교육 

에 관련된 어마어마하게 많고 다양한 이론과 설명 방식 가운데에서 어떤 

이론을 왜 택해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조직하여 어떤 순서로 얼마나 넓고 

갚게 학생들에게 보여 줄 것인지 결정할 근거를 연구하는 것이다. 예를 

틀어 ‘한국음악J이라고 할 때， 전통 국악을 가르칠 것인지， 현대화된 국악 

(예를 들어 시물놀이 등)을 가르칠 것인지， 전래동요류나 민속음악， 음악 

교과서에 니옴 직한 가곡， 흑은 최근에 작곡된 창작 기곡， 아니면 이른바 

유행가를 가르칠 것인지 이 기운데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을 택할 것 

인지， 가장 “정통한” 것을 택할 것인지， 수많은 대상 중에서 기준을 정하 

고 그 기준에 따라 선택하고 순서를 정하는 데에 관한 영역이다 

한국어교수학습론은 한국어교육학의 영역 가운데서도 해야 할 일이 참 

으로 많은 분야로서 학습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통한 동기유발로 

부터 교과 내용의 조직 및 제시 방법， 표준어나 맞춤볍을 가르치는 기술 

까지를 포함한다. 교과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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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며， 잘 가르친다는 것이 효과적인 학습을 전제로 하는 한， 교 

수 · 학습은 연계시켜 연구해야 하눈 것이다 

한국어교육의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에 따른 교재의 문제를 다루는 영 

역이 한국어교재론이다. 교재라면 교수 · 학습에 필요한 유형무형의 교육 

자료와 기자재 빚 도구와 기구 모두를 포함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또 

한 현실적으로 한국어교육에서는 교과서(혹은 교재)가 교육의 목표 달성 

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인 

듯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매우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그런가 E땐， 교 

육의 목표와 대상， 교재 구성에 대한 이론적 바탕과 실천적 기술이 없이 

“경험과 사명감”만으로 교재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움을 더 

해 주기도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교육체제론은 한국어교육을 둘러싼 ‘제도’와 ‘환경’ 

에 관한 연구이다 역사와 현황에 대한 논의， 교육 기관의 운영과 교원의 

문제， 각종 자격 제도 한국어교육(학)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검토 작 

업등도모두이범주에넣을수있다. 

3. 효백어교수법 및 효팩어교수법 연구의 본말 

‘교육’의 정의가 ‘다른 사람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활 

동’일진데， 모든 교육에는 매우 구체적인 대상으로서의 ‘학습자’가 있으며，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다. 더러 학습자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의무교육이나 필수과목이 아년 한국어의 경우 

에는 목표가 비교적 분명한 것이 열반적이다. 다만， 급속히 변화등}는 환 

경에서 초기의 목표가 얼마나 유효한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어교수법의 연구 개발이나 선택 과정을 가 

까이에서 틀여다보면， 구체적인 교육대상 즉 학습자의 목표와 특성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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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고 적정하며 충분하게 반영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어교수 

법 연구물의 제목은 대체로 “%언어 시용자를 위한 한국(어)00의 교수법 

에 대한 연구”이며， 더러 언어능력에 따라 ‘초급~고급’을 설정하거나 ‘살 

험연구’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도 대체로 특정 언어권의 

교육 단위별 학습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흑은 배워얘 하는개 즉 한국어학습의 목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육대상을 정의할 수 없고， 교 

육 목표를 포함하지 않은 채 교육 대상을 정의한 경우， 교수 또는 학습 항 

목은 선정할 수가 없다. 여기서 한국어 학습의 상황， 한국어 학습 시 사용 

가능한 자원 역시 교육 대상 정의의 중요한 항목이다. 

나열하자면 한이 없겠으나， 학습자가 한국계인지 아닌지， 한국어를 한 

국에서 배우는지 외국에서 배우는지 한국어를 한국에서 (흑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할 예정인지 외국에서 사용할 예정인지， 한국어에서 음성 

언어가 더 펼요한지 문자언어가 더 펼요한지 한국에 관한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는지，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시설이나 재정이 얼마나 있는지 등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하여 교육 대상의 학습 목표와 특성을 정의하 

는 것은 한국어교수법의 연구와 개발 흑은 선택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한국어교수법 연구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교수 학습 목표에 따 

라 특정 대상을 가르칠 방법을 연구한 연후라야 “적절한” 교재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교재는 교육의 목표나 내 

용이 아니다. 교재를 만들 때에， 종래에는， 교육 대상， 즉 학습자의 수준을 

주로 고려했고， 최근에는 학습자의 모어나 학습 지역을 고려하고 있으며， 

교수법은 교재를 들고 실제 수업을 히는 교사의 몫으로 되어 있었다 그 

러나 교재는 특정 목표에 따라 특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선장된 교수법에 

따라 계획되고 제작되어야 "5"1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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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핸국어교수법 연구팩 방법 

1. 흔택어교수옐 연구와 면구 방법으| 선택 

연구 계획 단계는 어떤 연구이건 대체로 같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과 

정은 “연구 주제의 선정 연구 방법의 선택 연구 수행 • 연구 성과의 

검증”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한국어교수법 연구에서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발한 편이 아니다. 최근에 나온 학위 논문에서는 많이 발 

전된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아직도 설문조사와 초보적인 통계 처리 수준 

인 경우가 많고 검증을 위해서 실험을 한 경우조차 ‘실험연구’라고 제목 

을 붙이는 사례도 눈에 뜨인다. 

물론 한국어교수볍 고유의 연구방법이 타 영역에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교수볍 연구의 특성이나 방법 등이 외국어교수법연 

구방법， 좀더 넓히면， 다양한 분야의 교수법 연구방법과 상통하고， 더 넓 

히면，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 방법， 나。}가 어느 연구에서나 사용하 

는 방법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리고 한국어교육학에 알맞은 연구방법을 

찾아내거나 만들어 내기 전 단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방법론에 대 

해서 알고 이 가운데에서 선별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본 장에서는 한국어교수법 연구의 과정에서 소용에 닿을 만한 일반적인 

연구방법론을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2. 효팩어교수범 연구의 분류 

(1) 연구의 기능에 따른 분류 

기초연구: 어떤 사실에 대한 이론을 규명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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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는 연구로서 원리 또는 특정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론을 발 

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응용연구: 실제 문제 상황에서 이론적 개념을 검토하거나 어떤 상황 

의 진행과 결괴를 개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연구는 대체로 

응용연구이다. 

- 평가연구: 교육결과의 성취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서 교육목 

표에 도달한 정도를 측정하여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낀 연구의 목적에 따른 분류 

• 역사 • 기술적 연구: 과거나 현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되삼리기 위 

한 연구로서 사실(史實)이나 현황을 밝히기 위해 수행된다. 

원인 비교 연구: 언과 관계에 의거한 연구로서 원인을 변화시킴에 따 

라 바뀐 결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교수법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 상관 연구: 둘 이상의 현상 간에 존재하는 상관성을 밝히는 연구로서 

어떤 현상을 보고 디론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 

한연구이다 

연구 개발(Rc뼈): 연구 성과를 연구보고서나 논문 형태로 완결히는 

데에서 나깅까 연구 결과에 따른 설물을 제작하는 단계까지 추구하 

는연구이다 

(3) 연구의 방법에 따른 분류 

- 양적 연구: 다량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존하는데， 일반적인 절차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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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CD 가설을 설정한다.(Z) 가설의 경험적 결과를 추론하기 

위하여 실제 상황이나 유사 상황을 만든다.(3) 실제 상황이나 유사 

상황에서 발생히는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잠 

정적으로 서술된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힌다. 

질적 연구: 민속학과 인류학 등 인간과 사회 연구를 위한 연구 방법 

으로서， 이는 연구 절차의 기본 틀이 없는 것이 특정이다. 연구 내용， 

연구 대상， 연구 시기에 따라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므로 연구자 

의 연구능력이 중요하다. 

(4) 자료 수집 과정에 따른 분류 

1) 문헌연구 방법 

문헌 고찰이 체계적이고 주의 갚게 잘 이루어지면 선정된 연구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그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어 왔는지의 현횡을 파악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관련된 문헌이나 연구결과를 비판적으로 고찰함으 

로써 현재 수행하고자하는 연구주제의 위치， 방향 등을 명료하게 결정할 

수있다. 

문헌 고찰을 하는 둘째 목적은 연구의 이론적 기초와 가절 설정의 근 

거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론적 근원을 찾아서 분석 • 종합 • 평가하여 연 

구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세운다. 풍부한 이론적 배경을 갖추고 이루어 

진 직관적， 창의적인 사고의 결과는 합리적이다 

셋째 목적은 연구문제 해결에 적합한 접근방법을 탐색하는 데 있다. 관 

련 분야의 연구 방법을 개선하여 적용하거나 지금까지의 방볍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수행 과정이나 방법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는 임이 중요하다. 넷째 목적은 연구결과의 해석에 도움이 



16 국어교육연구 제18집 

되거나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조사연구 

조사연구는 통제되지 않은 자연적 상황에서 질문을 통하여 연구하고자 

히는 대상의 현상을 파악하는 연구 방법이다 조사연구는 연구대상들에 

게 통일한 유형의 정보를 얻어 위하여 모든 연구대상에게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며， 그 도구는 수량화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조사연구는 크게 질문지법과 면접법으로 니뀐다. 질문지법은 연구대상 

에게 질문지를 보내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우편에 의한 질문 

지법， 직접 전달 질문지법， 간접 전달 짐문지법 등이 있다. 면접법은 질문 

지를 사용하지 않고 연구대상에게 직접 절문을 제시하여 얻은 응답을 분 

석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면접에는 개인면접， 집 

단면접， 전화면접 등이 있다. 

• 질문지법: 먼저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여 모집단의 특성 

을 분석하는 연구이므로 연구대상의 선정과 그에 따른 표집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질문지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전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집 뿐 아니라 절문 

지 발송 및 회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거할 뿐 아니라， 본 연구를 보 

다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연구를 설 

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질문지 회수율이 높0봐 하는데， 회수율이 낮 

은 조사연구는 연구결과의 타당성이 문제가 될 뿐 아니라 기대하는 

연구결과를 얻기가 용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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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법: 서면으로 작성된 질문들을 구두로 측정히는 방법과， 논점 일 

람표만 만든 후 구체적인 질문이나 질문의 순서는 미리 작성하지 않 

고 측정하는 방법， 응답자의 개성을 고려-ðr여 미리 준비하지 않고 측 

정하는 방법이 있다 연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해야 하겠지만， 

후자로 갈수록 더 숙련된 조사자가 필요하다. 

면접의 핵심은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질문은 인터뷰 대상자가 

응답자가 이해하기 명확하고 확설한 것이어야 한다 복합적인 질문 

(예， 수업과 교사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7)이나 유도질문(수엽 재 

미있었지요?)， 예/아니요 질문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 표본추출 방법: 모집단이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말하 

는데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는 힘 

툴다. 따라서 모집단을 대표하는 엘군의 대상을 추출해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집단을 표본이라 하고 그 과정을 표집이라 한 

다. 표집방법에 따라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느냐가 결정되므로 표 

집방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인 표집방법에는 다 

음과같은것들이 있다 

· 단순무선표집: 모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표본에 추출될 확률이 

같고， 하나의 구성원이 추출되는 사건이 다른 구성원이 추출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렵적인 표집방법 난수표를 이용하거나 

제비뽑기를 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장점은 모집단에 대한 사전지식 

이 없을 때 간단히 사용할 수 있으며， 모집단의 층화에서 발생하 

는 오차가 없고， 표집오차 계산이 용이하다. 그러나 만약 모집단이 

어떤 특성에 의하여 층화되어 있다면 표집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예) 1000명의 모집단 구성에서 %명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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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통표집 : 모집단의 표집목록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구대상 

을 추출한 표집방법. 쉽고 빠른 방법이지만 표집들이 무선적으 

로 배열되어 있지 않을 경우 표집오차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 

1, 12, 22, 32, 42, 52 등의 순서로 표본 추출 
· 층화표집 : 모집단 안에 동일성을 갖는 여러 개의 하부집단이 있다 

고 연구자가 가정할 때 모집단을 속성에 따라 계층으로 구분하고 

각 계층에서 단순무선표집을 하는 방법 층화에 대한 정보가 확실 

하고 표집이 정확하면 표본의 추정치가 정확하며， 계층으로 분류 

된 하부집단의 특성까지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계층 

을 분류하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표집의 오류 때문에 모집단 

의 속성을 대표하지 못하게 된다. 예) 성별， 근무지 등의 특성으로 

모집단을 분류하여 표본 추출. 

· 군집표집: 표집의 단위가 개인이나 요소가 아니라 집단이 되는 방 

법.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표집단위가 집단이므로 쉽게 표본을 만틀 수 있디는 장점이 있지 

만， 소소의 군집을 추출할 경우 표집오차가 클 수 있다. 따라서 군 

집의 크기를 작게 하여 많은 수의 군집을 표집하여야 한다. 예) 고 

3 남학생의 체형 조사 시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중 단순무션표집 

으로선정 

· 층화군집표집 : 모집단을 어떤 속성에 의하여 계층으로 구분하고 

표집단위를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하여 표집.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기가 용이하지만 표집에 드는 시간과 경비가 늘어나며 표 

집과정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 비율표집: 모집단의 크기를 고려히여 모집단의 일정비율을 표본으 

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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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지원자 표집， 목적표집， 편의표집 등이 있다. 

3) 관찰연구 

관찰연구는 관찰자의 관찰에 의하여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 

하는 연구이다 관찰대상이 다수이고 관찰내용이 양화되어 분석되면 양 

적연구가 되고， 관찰대상이 소수이고 관찰내용이 기록에 의한다면 질적 

연구가된다. 

연구의 목적， 시간， 연구비， 관찰 허락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찰 대상을 

선정한 후 관찰 목록을 작성하여 환경이며， 참여자의 행동 · 언어 · 대화 

등， 관찰자 자신의 역할이나 행동 등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일화기록법， 

점검표， 평정지，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기술한다. 여기서 

는 관찰자에게 관찰내용 관찰방법 관찰규칙 및 기록방법을 숙지시키는 

것이 연구결과의 타당성과 직결된다. 

관찰연구는 통제 여부에 따라 통제적 관찰과 비통제적 관찰로 관찰의 

조직성 여부에 따라 자연관찰과 조직적 관찰로 연구자의 참여 여부에 따 

라 참여관찰과 비참여관찰로 구분된다. 

3. 한국어교수법 연구에 활용 가능한 연구 방법 

(1) 양적 교육연구 방법 

연구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현상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기 

술하고 섣명해야 한다 양적 연구 방법이란 많은 양의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방법이나 실험 연구 등을 사용하여 일반화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 

한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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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연구 

실험연구는 처치， 자극， 환경 조건을 의도적으로 조작 흑은 통제하여 

연구대상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변인틀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이다. 실험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처치변수의 조작과 종속변 

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 이외의 변수 통제 여부가 연구의 질을 좌우한다 

연구의 체계성과 엄격성에 따라 실험설계와 준실험설계로 구분된다. 

실험설계란 조건통제가 완벽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의 조절이 수윌하고 매 

개변수가 철저하게 통제된 연구이다. 매개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 

으므로 인과관계 분석이 가능하지만 연구결과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띠른다. 또한 인간을 실험설에서 감금상태로 연구하는 것은 윤 

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준실험설계는 자연적 상태에서의 실험이나 실험조건을 충분히 통제하 

지 못한 연구설계인데， 교육현장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실험연구가 준 

실험설계에 해당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현장실험 

연구라고도 한다. 연구 결과는 자연 상태에서 처치를 가해 얻은 결과이므 

로 실제 상황에 적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의 분석이 모호할 수 있다. 

연구절차:(1)연구목적을 명료화한다'. (2)연구가설을 구체화한다~@독 

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를 규명하고 그 특정을 파악한다 @연구 

대상을 선정한다~(5)종속변수의 변화를 측정할 도구를 개발한다~@ 

사전연구를 실시한다'. ('j)사전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거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한다.@실험을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한다~@결괴를 분석한다. 

장단점: 실험연구의 장점은 변수를 조작하고 통제할 수 있어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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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의하여 인과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연구의 결과는 변 

수의 처치 · 통제에 의한 실험 상황의 결과이므로 설제 상황에 적용 

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특수한 실험상황에서 얻 

은 결과일수록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주의사항: 먼저 연구의 목적이 명확한지 연구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모든 변수를 고려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독립변수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의 영향을 간과하면 연구의 내재적 타당성이 상실되므로 매 

개변수의 통제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변수 측정을 위하여 사 

용한 검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물론 실험절차의 과학성， 자료 

수집절차의 타당성 올바른 통계적 방법으로 가섣을 검증했는지의 

여부， 분석결과의 올바른 해석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한다 

2) 통계연구 

ú) 집단비교를 위한 통계 방볍 

-z검정: 어떤 집단의 특성이 특정수와 같은지 혹은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통계적 방법이다.Z검정을 시용하기 위해서는 @연 

구의 종속변수가 양적변수이어야 한다 @종속변수에 대한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이어야 한다.@두 집단의 비교일 경우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아야 한다.@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응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분산을 아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지능검 

사나 국가단위 학력고사 등과 간이 표준화 검사가 개발되어 전체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아는 경우에 주로 시용된다. 

τ검정: 평균 흑은 집단 간 비교를 위하여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모집단의 분산을 모를 경우 사용된다.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다.Ú)연 

구의 종속변수가 양적변수이어야 한다 @종속변수에 대한 모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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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가 정규분포이어야 한다:@두 집단의 비교일 경우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아야한다. 

분산분석: 분산분석(파~OVA)은 세 집단 이상의 집단 간에 차이가 있 

는지를 검증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다음의 기본가정을 전제조건으로 

한다.CD종속변수가 양적변수여야 한다.(2)각 모집단의 모집단 분포 

가 정규분표이어야 한다:@모집단의 분산이 같아야 한다. 

=응 분산분석은 두 독립표본 t검정의 연속으로 세 집단 이상열 경우 

집단 간의 쩨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통계적 방법이며， 독립변수 

의 수와 설계방법에 따라 분산분석방법의 이름이 결정된다 

x 2검정: 종속변수가 질적 변수 흑은 범주변수일 때 집단 간의 차이와 

두 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용한다. x2검정을 이용하여 

집단 간의 치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본가정이 충족 

되어야 한다.CD각 표본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되어야 한다.(2)종속 

변수가 질적 변수 흑은 범주변수이어야 한다 @각 범주의 응답이 독 

립적이어야 한다.@응답이 되지 않은 칸에 전체 칸수의 20%를 넘지 

말아야한다. 

@ 인과관계분석을 위한 통계 방법 

상관계수 검정: 상관계수 검정은 두 변수가 양적변수일 때， 상관계수 

공식에 의하여 계산된다. 

회귀분석: 회귀분석은 하나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엇 

이고 그 변수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지， 또 종속변 

수를 설명해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통계 

적 방법으로 상관계수에 기초한다.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양적변수 

이고 독립변수는 양적 흑은 질적변수일 때 사용이 가능하다 독립변 

수가 하나면 단순회귀분석이라고 하고， 독립변수가 다수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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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다회귀분석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은 가정을 충족해야 한다 .. CD종 

속변수는 양적변수이어야 한다.(2)종속변수는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 

하여야한다. 

중다회귀분석은 알지 못하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널리 사용 

된다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일 경우(맞다f툴리다， 합격/불합격 등) 로 

지스틱 회귀분석이라 하며， 종속변수가 질적변수 흑은 범주변수일 

때 판별분석이라한다. 

(2) 질적 교육연구 방법 

많은 양의 자료로부터 통계적 방법이나 실험 연구 등을 사용하여 일반 

화한 결론을 도출하는 양적 연구에 비해서 질적 연구는 자료를 다양한 각 

도에서 해석한다. 

1) 사례연구(Case study) 

사례연구는 개인， 집단， 기관 또는 현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탐색， 조 

샤 분석하여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는 연구이다. 특히 소수의 연구 대상 

을 선정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샤 수집하。f 연구 

대%셰 갖는 특성이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 기술하는 연구이다. 

사례연구에서는 보편적인 사실이나 일반적인 원리가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는가를 밝히고 여러 가지 관계 요인들의 유기적 작용들을 찾아내서 그 

개체를 전체적이고도 역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부분의 사례연구가 함축하는 가정은， 그 특정 사례가 전형적인 사례 

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보는 점이다. 단일 사례에 관한 심층적인 관찰 · 조 

사 · 분석과정을 통해서 그 사례가 선정된 모집단 또는 현상의 여러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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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찰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 연구방법: 사례연구의 절차는 문제의 성절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단계가 가장 일반적이다 @문제의 규정，(2자료 수집，(3원인과 

진단，@:지도 및 치료)(5)추수지도 • 처치의 성공 여부에 대한 검토 

- 연구유형: 사례연구는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뀐다 먼저， 치료에 중점을 두는 입장에서 보면 ‘적응 곤란이라고 

생각되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현재 사태에 대한 철저한 분석， 진단’ 

이 곧 사례연구라 할 수 있다 탐색에 중점을 두었을 경우에는 ‘한가 

지 사실이나 사태에 관련된 모든 측면을 철저히 탐구하는 방법’이 사 

례연구가 된다. 또한 ‘한 개인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 

는 실제적인 교육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처럼 교육적 진단， 처치 

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개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그 개인에게 적합한 문제해결 방안 

을 강구할수 있다. 

장단점: 사례연구는 대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게 

되어 문제해결에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상담자 

에게 기초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 학생을 좀 더 현 

실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토록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사례에 관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얼반화하기 

어려우며，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또한 경제적 · 능률 

적인 변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2)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연구를 위한 문화기술적 접근방법은 인류학에서 비롯되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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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학은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원사 문호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는 인 

류학에서의 현장연구의 한 형태이다 교육연구에서의 문화기술적 연구는 

자료를 집단적이고 대량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양적연구와는 달리 교육 

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 체제， 과정， 현상을 과학적으 

로서술하는과정이다. 

특정: 문화기술적 연구는 현상학적 특정， 자연적 특정， 총체적 특정， 

반복적 특정을 갖는다. 즉 문화기술적 연구는 연구 상횡을 조작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연구를 실시하며， 연구의 장에서 일어 

나는 모든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 

설이 형성되고， 그 형성된 가셜이 검증되며 다시 새로운 가설이 만들 

어지는 반복적인 특성을 지닌다， 

연구방법: 문화기술적 연구의 일반적인 절차눈 다음과 같다. 

@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 및 범위를 규명한다. 

@ 연구대상을 선정한다 연구는 연구대상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 

니라 선정된 대상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모든 대십L이 연구될 

수있다 

@ 연구목적과 관계된 일반적 가설을 만든다 구체적은 아니더라 

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총체적인 가설을 

연구 진행에 도움이 된다. 

@ 자료를 수집한다 매우 광범위한 관찰을 기본으로 한다. 관찰방 

법에는 서술관찰， 집중관찰， 선별관찰 등이 있으며， 관찰 외에도 

면접이나 학생생활기록부， 학업성취도 검λE 인성검사 등의 자료 

를활용할수있다. 

@ 자료를 분석한다. 특정한 통계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자료 

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석E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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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 연구결론을 유도한다. 

- 타당성과 신뢰성: 질적 연구의 쟁점은 연구의 타당성과 선뢰성이다 

검사의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측정하였느냐는 문 

제로 측정도구의 적합성에 관한 문제이다. 문화기술적 연구의 타당 

성은 연구 상황이 얼마나 자연적인 상황인가와 관계되며， 양적연구 

와 같은 일반화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의 신뢰도란 검사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피험자의 능력을 측 

정하였는개 즉 오차 없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의 문제이다. 

문화기술적 연구에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연구를 설시하였을 때 동 

일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가 신뢰도가 되브로，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해 두 사람 이상의 연구자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 의의: 객관성을 결여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화기술적 연구는 

교육 현상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교육문제 해결에 시사점을 제공함 

으로써 교육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특히， 문화기술적 연구는 양 

적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기 어려운 사실듬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학교 

에서의 학생들의 생활，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학교 밖에서의 학생 

들의 활동 등 교육 전반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감각을 문화 

기술적 연구를 통승벼 얻을 수 있다 

W 결론에 대신하여 

어느 연구에서나， 연구의 수월성이란 “연구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얼 

마나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였는개’에 열마나 접근했는지에 따라 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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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연구자의 경쟁력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어느 연구에서건， 연구 

방법(론)은， 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선정하거나 개발하는 것이며， 연 

구방법(론)이 정확하게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연구목적 달성에 적절한 방 

법이 아니었다면， 그 연구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무의미한 것이다 

한국어교육학，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어교수법 연구뿐 아니라 어느 학 

문 분야에서건， 수월성과 경쟁력의 일차적인 원천은 문제의식이다 그런 

데 이러한 문제의식을 연구 문제로 만들어 해결하고자 할 때， 그 해결의 

가장 중요한 도구(흑은 기술)는 적절한 연구방법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방법을， 연구의 주제와 내용， 그리고 연구의 환경에 따라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사용의 과정과 결괴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 

고 이미 제안되어 있는 방법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할 때에는 적절한 방 

법을 찾아내거나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한국어교수볍 연구를 포함하는 한국어교육학 연구， 말을 바꾸면， 한국 

어교육의 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한국어교육학에 알맞은 한국어교육학 고유의 연구방법론을 탐색하고 개 

발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유사 ‘ 인접 분야의 연구 방법을 선택하고 조 

합해 적용하는 수준에서부터， 새로운 연구 방법을 발견하고 어쩌면 새 

로 만틀어내는 수준까지 여러 차원에서 이야기될 수 있겠다. 

이미 우리는 어느 수준에선가 시작하여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 

으로 언제 어느 수준에 도달할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제까지 

한국어교육계에서는 “현장의 선생념”들이 연구도 도맡아서 수행해 왔다 

연구와 교육이 “저절로 하나”가 될 수는 없다. 한 자연인이 선생님으로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많듯이 연구자 역시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많다 

그러나 교육 연구에서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라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사명감을 갖고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이신 

“한국어 선생님”틀은 연구자로서 이미 중요한 자질을 갖추었으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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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선생님”들이 연구에 관심을 갖고 필 

요한 지식과 기능을 배우고 익혀서 연구에 나선다면， 아니， 최소한으로1 

발표되는 연구성과를 평까활용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지금이 

한국어교육 발전에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준비하기에 가장 ‘덜 늦은’ 때라 

는점은분명하다. 

[주제어] 효댁어교육학， 한국어교수법 연구방법， 양적 교육연구 방법， 질적 

교육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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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Abstract 

Re띠siting Jie;웠rch MethodolQ밍es for Kon많n 더많뻐ge Education for 

Non-native Speakers 

Yoon, Hiwon 

As is well known, s뻐aking a lang떠ge is one t비ng and teac뻐ng it is another. 

And yet, doing researches on teaching that language is a quite different rnatter, let 

alone doing reseéαches on that lar핑uage. Korl얹n as a language cannot be an 

exception to this rule. 

Researches on a language teaching (and leaming, of COlαse) is based not 0띠y 

on the sκx:ificities of the language but those of learners, in broad sense of the 

teffil So, researchers have to take them into consideration while planning, pursuing 

and evaluating their researches. Here again, Korean as a language cannot be an 

exceptlOn 

Starting from this point of view, the present paper underlines importance of 

r앉얹rch methαlology in the field and suggests research methods applicable to 

thos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 Wordsl Korean lan밍lage edu떠tion， res않rches on a lan밍lage teac버ng， 

r얹얹rch method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