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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언어는 언어 습득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보이는 과도기적인 언어 

샤용 셰계툴 말한다 따라셔 중간언어 이흔은 언어 *습자들이 형성해 가 

는 저U언어 혹은 외국어 사용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규명해 줄 수 있올 뿐 

만 아니라， 시간의 껑과에 따라 표현 00'11띨，0 1 어떻게 앤화해 가는가플 

훌k혀 출 수 있기에 습득폰 연구애서 애우 유약하다고 할 수 있다 

언어 융득의 본정과 과정올 토ιi't"에 있어서 학습자의 중간언어훌 용 

석하는 것은 원수적인데 륙히 다양한 언어 사용 과제융 황용.~져 학습자 

• 에찌대학a 외국어호셔-1 한국어학걱 요수(셰l저지) 
.. 예재예악표 '1극어로서의 한국어요육학펴 악샤파정(져@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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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언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가용데 학습자의 

구어 산출올 이끌어내기 위혜 사용되는 과제의 하나인 이야기구슐 

(양따빼I앵)’은 언어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어왔다 

‘이。t기구슬’이란 구조와 내용올 가진 이야기를 청자에게 전달하는 구 

어의 한 형태로 사실적인 정보 전달과 분영하게 구용되는 속성올 가지고 

있으며 정서적인 만족갑과 더울어 감각적인 세부 요소들이 동시에 전달 

되는 의사소통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대지현숙， Xn8 짧) 이러한 이야 
기구술은 학습자가 당화 단위로 한국어를 배울 때 할용의 쪽이 넓은 과제 

유형의 하나이다 학습자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탤어놓기도 하고 안화 

나 사진을 가지고 조각그링 맞추기Uigsawl를 하거나， 신문이나 텔레비전 

팡고 혹은 연집왼 영화 풍의 시각자료를 보며 이야기를 안들어가기도 하 

l 소설， 통화， 시 퉁의 문학작용을 읽고 전달하는 퉁의 다양한 방엉으로 

이야기구술 과제률 수쟁한다 

이러한 이야기구슐 과제와 관련한 한국어교육에서의 연구를응 거개가 

이야기구술을 흥해 산출왼 담화를 형태 기능적으로 분석하여 기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술적 연구을은 학습자가 지급 처해있는 얄달 단계의 

중간언어적 체계를 밝히고 동시에 그들의 습득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경 

로를 확인하게 한다{손희연 3IIZ 1:>11 그러나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산 

출애 관한 중간언어 연구는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확충되고 싱화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정에서 연구자논 동일한 한국어 숙련도를 가진 학습자을 

을 대상으로 상이한 이야기구술 과제를 주었을 때 그플의 수행 당화는 어 

영게 다은가흘 연구하고자 한다 어떠한 과제를 주었는가는 이야기구술 

과제의 수뺑에 큰 영'J-올 끼치는 바1 본고에서 설계한 여행 경험 이야기 

하기 과제’와 사진 보고 이야기 얀들기’ 과제는 입력툴{IID!JlÍI， 과제 수 

앵 조건 퉁이 변별적이므로 과재의 출력 또한 이야기구슬의 구조 언어 



언욱어 야습자의 이야기구* 수앵 당여에 예언 충간언어썩 고옐 Zη 

형태， 조음 퉁의 연연어서 달라정 것이라 예상힐 수가 있다 용고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융의 세 가지이다 첫째 냐V어 t의 구어 산충 모형을 중간언 

어 이론얘 경부하여 설영하J!， 둘째， 싱이한 이야기구술 과제를 주었올 

얘 한국어 학습자는 어떻게 이야기구슐 당화를 단계별로 생산해 가는가 

를 분석하고 셋에， 중급 학습자의 이야기구술 능력은 고급 학습자와 어 

떤 *1를 보이는7f를 비교한다 

n 한국어교혐l셔 중간언어 빛 이ot7j구슐에 관한 논의 

힌국어 학습자가 어떻게 한국어률 습득해 가는가를 규영하는 것은 이 

흔적으룩 표육적으로 중요한 의이흘 지닌다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는 제l언어(LII， 찌2언어(잉1， 기타 언어(l!끼틀이 상호착용하연서 목표언 

어인 한국어블 향해 정진적으로 발달해가는 임시 셰계라 할 수 있다 지 

긍까지의 습득 연구어 서는 학습자의 다양한 언어적 언이올 상세하게 살 

며 째계적으로 정리"b는 것이 중요항융 강조혜 왔는데 욕-1 한국어교육 

연구얘서는 ‘문엉 형태소’틀의 습득 ‘양상올 살펴보는 것에 집중되어 이 

루어져 왔다 그러나 깅영주 외(:ÐI~ 1:l3-1ZI1에서 지적되었듯이， 이를 연 

구가 한국어 0，'습자의 중간언어 일달에 판한 연구라 하기에는 엉위가 종 

고 특정 운엉 항옥의 습득 정도가 어떠하다는 것올 ‘보고하는’ 떼에 그치 

고 있다는 비판율 연하기 어려용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 연구에 있어서 아&한 판정 하에 연구문제와 연구앙엉이 설정 

되고 수앵되어 연구의 외연이 확충원 수 있어야 하여 욕히 구어 당화를 

대상으호 한 싱충 환석(띠ck cl=irAionl’은 선앵 연구가 희소하므로 절실 

하다고 할수있융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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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171구숭 과쩨(51따떠뼈 taSkJ’는 학습자가 개인적인 경엉올 말하 

거나， 채한왼 시간 내에 시각 엽력물로 접한 내용융 자신이 이해한 대로 

구조화a뼈 옮기거나， 이야기잭을 잉온 후 소화한 내용율 전하는 일이나 

활동융 가리킨다 이러한 이야기구숭 과제툴 통해 수집되는 학습자의 언 

어 산출물온 지긍까지의 한국어교육 연구얘서 부환적으로 오류 연구나 

륙정한 어휘 • 운엉의 빈도 기능적인 분포 양상 둥융 용석하는 언어 자료 

로 이용되어 왔다{이해영， 없껴， 정소아1 때E; 현혜미. :m> 지현숙， 없1;， 
없l!) 그러나 학습자의 이야기구술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유형의 과제애 

의혜 유도되고 어떠한 과제 환경얘셔 수앵되는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는 곧 유사한 수준의 수엉자를 대상으로 알하기 시엉융 수뺑하는 환경으 

로 비교 기딴융 겉이 하연서 각기 다른 이야기구술 과제에 따라 어떠한 

차이흘 보이는가에 주목하는 유형의 연구가 멸요함올 일깨워 준다 이애 

연구자는 동일한 이야기구술 과제 내에서도 어떠한 과제인71에 따라 각 

기 다릉 구어적 수행융 보인다는 전제 하에 과제멸 수앵 냥화를 단계에 

따라 쩨분화하여 살띠고자 한다 

m 이야기구숭 과제의 설계 

본고에서 사용한 이야기구술 과쩨는 여앵 경협 알하기 와 주어진 사진 

올 보고 이야기 얀틀기이다 학습자 지신에게 친숙한 경험융 이야기로 풍 

어내는 과채는 이야기구슐 능력올 키우기 위한 기초가 왼다 개인 사진 

요.^I. 주어진 그링 순서대로 알하기， 제시어로 이야기 정직L하71 퉁은 스 

토리연링 연구자들이 빈언하게 사용하고 있는 과제이대신통일. :!:n~ 

216) 언어 교육에서 옥히 ‘과거ilÜask)’의 중요성에 천악한 마is는 파제용 

설계할 때 륙히 유창성 ‘정확성 ‘복장성'01 연수가 핑율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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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과제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는 학슴자의 알화가 얼마나 복잡성율 띠는 

'.에 가장 큰 영호L융 01>1며， 유창성과도 어느 정도는 유안t'올 주쟁}였 

다 마is(:mJ; Iæ- I낀)는 I)학습자가 과제훌 수행해야 하는 바로 그 자리 

애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툴 흥해 말화가 유도되어야 ‘복장성‘이 낮 

다 21파제 수앵을 위한 한연 정보의 항옥수가 않고 공유 정보가 없고 출 

역이 개방왼 과제일 경우 복장성’은 높다 31익숙한 화제로 단순한 갱보 

를 요구하고 유도되는 언어 자질이 한정되어 있으연서도 과제 수앵의 뺑 

우l 구조가 문영하연 학습자의 ‘유창성1운 높다 41액락적인 자료이연서 특 

정한 언어 자질이 유도되고 앵위 구조에 연화가 없으연 ‘정학성’이 상대 

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보았다 본고에서 설계한 이야기구술 과제흘 

ElIis(었III의 일반걱인 과재 설계 연수율을 창조하여 과채의 입력， 파제의 

수앵 조건 파제의 출역의 세 영역으로 작성하연 〈표 1>과 같다 

<.R 1> 온고기 잉져힌 이미기구g 과재의 셰부 내용 

파세 엉주 여얘 경헝 양하기 
사진 보11. 이야기 

안융기 

과 
업혁을의 유영 

PPTl} 용한 시갱각 PPTl! 용한 시청각 
찌 지시운 지시운 

잉 ~욕수 한 까지 6컷의 연속 사진 
력 화찌 여’ 에며소I 

"1 갱자와의 갱보 
셰 풍유여￥ 

갱보 장유 안 딩 정보 용유 안 잉 

수 

영 

초 수엔안앙옥외 수 안일 과재 수앵 안잉 과재 수앵 

건 

재양영/예셰앵 개땅형 찌쇄형 

"1 파셰 수앵시 구초화되고묘사가 1 
제 

앵쩌구조의 
자연스러운 일하기로 

핑수적인 땅하기로 
용 

확갱성 
규정딩 

규정딩 
억 

의사소통 양식 인냉양적 양하기 영땅향적 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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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야기구슐 괴제의 내용 

연구지는 본 연구를 위해 지난 :!J12년 3월 :!J일부터 4월 10일까지 4개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판의 중급반{3급 및 4급)에 재학 중인 학습자 16 

영을 대상으로 파워포인트호 제작왼 평가도구를 시용하여 시힘을 수행하 

였다 연구자는 실험 평가 전체를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한 후 전사하였으 

여 그 가운데 ~4 문항의 실험 생플을 선택적으로 집중 분석하는 절차를 

거쳤다 여행 경험 일하71' 과제는 샤헝판이 지시문을 들려주고 시간제한 

없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 ‘사진 보고 이야기 안틀기1 과 

제는 〈그링 1>과 같은 연속되는 흐릉올 지년 사진 여섯 장을 보여주고 

잉초 간 생각할 시간을 준 후 2분간 말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 시""고 이이기히기 괴재의 ""1 잉혁을" " 

혜 
5 다용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드세요 

• @ 

• 。

295' 용고의 껴l져자가 용홈 연구한 악동호 외 :l)，잉의 성잉 영가 용항에서 사용딩 샤 

진잉용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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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어 t훌 모형으로의 접목 

언어 산출이라는 측연에서 이야기구술 당화는 욕정한 사건을 영저뼈) 

단위로 인식하여 융성 언어 형태로 g현한 개별 발화틀의 집앙셰이다 그 

런데 이것이 이야기로서 정셰성올 가지기 위해서는 일련의 일판성 있는 

구조흘 가져야 하며 어휘적， 룡사적으로도 형식화 되어야 하여 최종적으 

로 알。뜯올 수 었고 적절하게 조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이야기 

구술 과제는 교실 황동으로도 얘우 fr용하지안， 언어 능력 명가에서도 빈 

언하게 사용되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온고의 연구문재 해결에 7냉 용이한 모형온 μ뻐tWffi)의 

구어 산출 모형(~ Pr따ction twJæI)’으호 보았다 이 오행은 원해 단 

일어 사용자할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구어 산출융 둘러싼 언어 자씬 간 

의 개엽 0，>상과 싱리적얀 강시 파정올 구체화하였기에 이ψ!구술과 같 

은 다연적인 알하기 과채훌 셜영하기에 유익하다 또한， 외국어교육얘서 

주옥할 안한 알실수나 오류 동을 다툴 때 용이하므로 중간언어 판점에서 

구어를 연구힐 때에 채택할 안하다 냐VeI!는 구어 산출 과정을 선형적 과 

정으로 보고 알 하혀는 내용과 의도블 ‘개녕화하는 단계， 어휘집에서 의 

미나 통사적 속성이 틀어있는 정보흘 선택하여 구셰회하는 ‘형식1f’ 단계， 

형태소 및 옴운 요소를올 구셰적인 소리로 인쏠하는 ‘조융화’ 단계， 구어 

산출 전안에 걸친 심리척 홍제과정인 ‘자기경열’ 안계로 구용하였다 〈그 

링 2>와 같이 구어 산출 단계는 세묘로 언어 지식은 ‘타원’으흐 단계 간 

연결온 ‘실션’으후 언어 자원과의 관계는 정션’으로 표현되어 있다 

296) 당화 상식에서 영>1'깐 똥작이나 상에용 지시하는 슐어호 사용원다 

na뼈1에뼈↓ 88)에시눈 영재~.히나의 ，A외 그 동사에 경부원 하나 이상의 논앵 

으" 이푸어진 내용 안우1"로 '.녕화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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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2> Lev에의 구어 c .. 모영{잉용수 2005: 231 재인용) 

'- ' 

SPEECH 

SV$TEM 

단한혈닫혈딛-의“ 

개녕화 단계에셔 회않자는 이떤 내용의 이야기올 힐 것인지 생각한다 

화자가 에시지용 결갱하는 단계로서 이야기의 옥적융 정하고 이를 성취 

하기 위한 정보흩 수집하며 자신의 방화얘 집중하연서 우엇융 어떻게 얄 

해야 하는지훌 엉성힌다 이러한 일흘올 처리하는 셰쩨률 b엉t는 ‘개념 

화 장차라 울었다 개녕화 장치는 실제척인 구어에시지에서 표현할 개념 

올 결정한대냐vcl， llID 91 한국어 ~습자의 언어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개념화 장치가 에시지훌 언어 형식으로 전훤히논 일의 속도는 정정 엘라 

져서 자동화휠 것이다 형식화 단계얘서는 개녕화 단계에서 학습자가 말 

하기로 결정한 여행 사건융 구숭하기 위하여 익이나 용사적 속성이 들어 

있는 정보흘 인출해서 언어 형태적으로 구체화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g립 2>의 어휘집(LEXlCû!이어 서와 같이 의미 • 흉사적 정보흘 가진 

‘lemms’와 형태 용운 정보를 가진 ‘f에T5’로 구성왼다 Iemms가 작동되 

연 용사 정보가 선택되어 형태회{문엉적 부호화)가 일어나고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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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Tffi의 형태 • 용웅론적 정보가 작동되어 조융화{옹용적 부호화)가 이뤄 

진다 Levelt 모형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구어 산출의 션째 파정에 화자 

의 싱리적인 용찌 과정인 ‘감시bmnitα)‘ 단계를 설정한 정이다 갑시 단 

계에서는 한국어로 드러냐는 의미와 형식， 응용 퉁이 상횡얘 적절한]f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일이 일어난다 여기어 서 오니터는 학습자의 중간 

언어와 목표 언어 요소 사이의 일치성올 후속적으로 판정하거나 구어의 

의미 영태에 대한 의식적인 조정율 하는 동의 중요한 역할올 한다 

3 과제얼담화생산단계 

연구자는 이야기구술을 위한 한국어의 산출을 나V바 오형에 의거하여 

깨녕화형식와조용학’로 나누어 용석하고자 한다 개녕화한 내용올 형 

식화하여 딸화한 때 개념파 형식의 적격성을 예비 정검하는 강시 과정은 

선사 자료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본고에서는 한 

국어 학습자의 구어 생산은 이야기구술의 안계에 따라 나소간의 차이툴 

보일 것이라고 가갱하였다 즉 어떤 파제인71에 따라 개념화 단쩨가 장 

이루어견 수도 었고 어휘냐 운엉적 부딩이 클 때에는 내용은 좋으나 흘 

린 형태를 사용하여 형식화가 장 안 되기도 하고 또 내용의 조직에 집중 

하다가 장옷 압용하기도 송F는 동의 현싼1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여앵이라는 과거의 경힘을 이야기하는 과제’는 학습자가 이미 경험한 

자신의 여앵에 관한 기억을 반추해 내어 즉석에서 이야기로 올어내는 항 

용이다 비록 이것이 알하기 시험 상횡에서 행혜지지안 한국어를 학습하 

는 과정에서 한번풍운 정했을 가놓성이 있는 과제 유형으호서， 별도의 사 

선 준비가 필요 없고 인지적인 부님에 적은 과제라 한 수 있다 더육이 

언짜 누구하고 같아 여챙했는지의 정헝융 이야기해 보라는 지시문까지 

주어셨으므로 꽉영히 이야기흘 구술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어낼 필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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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1'， 받화힐 특정 여행 사건이 정해지는 대로 어휘와 운영 정보를 동원 

하여 말을 해 나가연 왼다 여행 경헝 이야기하71' 과제가 어떻게 당화 

생산을 위해 순서화되어 수행되는지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연 아래와 같다 

과 

지l 
수
 행
 다』
계
 

〈그림 l 여영 경엄 o 야기야기 괴제의 담회 생산 단제 

이야기구술을 위한 담화 

• 여g 사건에 대힌 지시직 깨녕외 

· 어fI 잊 운잉의 션댁 

한연으로 ‘사진 보고 이야기 만들기’ 과제를 수행õH능 학습자는 총 여 

섯 장의 샤진들을 보고 곧바로 각 사진마다 구어로 실현해야 하는 일련의 

사건틀을 영제 단위로 인식하여 누가 어쩌한다1 ‘우엇이 어떠하다’ 동의 

방식으로 올어내어야 한다 중급 수춘의 한국어 학습 과정을 거쳐 오연서 

이와 같은 요사형 。1ψ1구술을 성해 보았을 가놓성은 그리 높지 않기에 

여행 경엉 말하기 과제보다 잊삶의 정도가 훨샌 높을 수 있다 또한 æ초 

간 사진을을 재열리 훌어보고 사진 간의 인과성올 파약한 후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구조화하여 밸H야 하므로 인지적인 부당도 상당히 높다 여섯 

장의 사진이 담고 있는 개별적인 사건을 영제 단위로 전환하여 알화재수 

험자)는 적절한 어휘 운엄 형태소틀 동원한 후 당화플 연절 지어 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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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각 사진틀을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해 내 

어 설감나게 전달하기 위한 형식화 및 조응화의 중요성은 과거 경험 이야 

기하기 과제 보다 훨생 높다고 할 수 있다 사진 보고 이야기 만틀71' 과 

져 가 어영게 당화 생산을 위해 순서화되어 수행되는지를 그링으로 나타 

내연아래와짙다 

과
 제
 수
 행
 단
 계
 

〈그립 ，>'씬 보고 이야기 E딸기 과제의 당회} 생싱 딘져 

이야기구슬율위한담회 

• 여섯 정의 시진에 대인 시시찍 깨념회 

’ 어씨 외 .. 잉잉 성익 

• 이야기. 연톨에 내 ' 1 91E! 구흐마 
이야기 "'" 잉여에 잊1 언어억으iζ *효 .. 

8 .. 우효호 싣믿히여 신". 
J 

W 이야기구술 당빼 중간언어적 용석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경기 및 충남지역에 있는 한국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중급 수준의 학습자틀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구술 과제의 수행 

당회이다 학숨자는 모두 a>대 초 , 중반이며 납 5영， 여 11영 퉁 총 16영 

이다 학습자의 모국어 배경은 라오스 액시코 에트냥， 일본， 중국， 타지키 

스탄， 캄보디아 케냐 퉁 다앙하다 전술한 대로 본 연구의 초점은 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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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한국어 학습자의 이야71구숭 과채의 수앵 양/앙올 중간언어 。l흔의 

측연애셔 당화 분석하는 데에 있지， 학습자의 성별이나 L!, 연령‘ 한국어 

학습 옥격 퉁과의 상판성율 살펴보는 데에 있지 않다 

이야기구슐 과재에서 산출왼 학습자 16영의 당화흘 용석한 결과， 두 개 

의 과채 수앵얘서 총 141개 문장;I~개의 어휘가 ̂'용되었으며 어휘 밀 

집도는 %에샌트인 것으로 용석되었다 각 과제에 대한 당화 분석 컬과률 

제시하연다용과같다 

l 여앵 경험 이야기하기 과제의 담화 분석 

중급 한국어 학습자는 자신이 경험한 여앵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제올 

수앵tμ깨 있어서 대셰적으로 다음과 갈은 록정을 보였다 첫째， 어떤 여 

앵을 했는가에 대한 지시적 개념회{사기 여행지 함께 여행한 이 륙기 사 

항 동)는 대셰로 우난하거1 이해졌다 -을해1 통일한 어휘의 반복 사용， 단 

순 과거 및 시도의 양태 표현이 공존하는 륙성이 나타났다 여앵 사건율 

제시하연서 주제를 벗어나지는 않으나 정보를 나영하는 수준에 그쳤다 

셋혜， 억앙파 강세 퉁율 이용히여 실갑냐고 흥미 있게 여앵당을 율어내는 

능력은 절반 이상이 알휘하였다 

11 개념화 

여행 경영 이。)71하기 과제툴 수앵한 당J1-oII서 발견되는 학습자 당화 

의 가장 주원 특정은 여앵 정헝을 말할 때 펼수적으로 요구되는 여앵한 

시정， 여앵한 곳 같이 여행간 사람， 욕별히 기억나는 정 퉁을 지시하는 

영제툴융 포항시켜 구술한다는 정이다 중급 수준에서는 여앵이라는 사 

건을 구슐항에 있어서 누가 언채， 어디애 풍의 요소흉 포항시켜 여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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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선형적으로 구조회하는 능력은 우난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힐 

수 있다 그 예를 보이연 다옴파 같다 

13.51 저는 작년애111 친구틀패11 중국에 갔다 았어요 그 그때‘ 아 그때 이 

천 싱년， 오월 칭일이었어요 m 그때 가서 그 중국 악울안도 구경하고1.1 
중국 옹식도 않이 억고1.1 그리:i'.U 에이갱에도 구경했어요 [IE(껴-111] 

아， 저는{l l 한국융 여앵올 해 냈습니다 한국융 여앵융， 여에31. 여러 장소 

에 가 왔는데 재미있는 구경올 많이 혜 왔숨니다 11，51아 그리고 그 용골 

친구와 같이 갔는데， 재미있는 시간용 보냈습니다 거의 :z, 한국어ψ 있는 

서융에 가 왔는에 :z, 삼정 거리라논 에을 가 *는데 구경거리가 구경거리 

가 그 판광객을올 위해서 하는 잉냉이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용식 

융 억어 왔습니나 [IElI;-illl 

a 엉식회 

지급까지 이루어져 온 습득혼 연구에서 초급 수준의 학습자는 대체로 

특정한 어휘 정보를 지키지 옷하는 득칭을 가지며 통사롱， 의미롱， 화용 

론과 같은 다든 정보에 더 의존하는 경헝꿰 있다고 보아왔다 본고어 서 

중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는 여행 경험을 구술￡에 있어서 통사 엉주와 

운업석 기능 빛 홍사적 부호화에 휠요한 시제1 상 양태 둥과 관련한 제약 

은 어느 정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연에 다양한 어휘를 액락화하여 

말하거나 견합과 일관성을 유지하연서 상호작용을 원훨하게 해주는 당화 

지식 등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좀 어‘ 그 바닷가에 빙}이 좀 。}등다워서1 죄료간좌 어.111 않은 호엉효zl 

진곡장연욕[따6-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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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파일냉}고 있는 외국인 구어 냥화의 특성은 발화 속도가 늦고 

큰소리로 알하여， 발화 사이의 휴지가 길고 간단한 어휘흉 사용하며 반 

복과 부연 설영이 잦으며 속어률 이주 격게 사용한다 풍으로 정리휠 수 

있대JIa뼈 I!& Goss & s빠ær， 1했: 2'iHIDI 연구>f7f 살여본 한국어 

학습자의 이야기구술 당~서 도 단순한 어휘의 사용， 보액과 부연 설영1 

속어를 거의 사용하지 옷항 퉁의 욕성이 두드러징융 확인할 수 있다 다 

용이그대표적인에이다 

갱휠 저는 경주 여앵융 zl용언욕 그때는 친구하고 다은 외극 학생 다， 앙 

당tîH능 선생닝， 어1 효료회~효뢰 갔어요 곡영능 한국1 옛날애 있는， 어， 

왕궁? 궁궐?에?도 간용언요 그리끄 한국 역사얘 대한 이런 책도 않이 읽 

었어요 욕명능 정알 갱의잃엉언요 llElIH ll] 

중굽 수준 학습자는 여앵 경험올 언어적으로 형식화햄” 있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W었’과 시도를 나타내는 양태 g현 ‘ 。V어 왔어요’를 

명행해서 샤용한다는 것도 주요한 욕정의 하나이다 16영의 수엉자 가운 

떼 7영이 여앵 경험융 이야기할 예 '_0)1"어 왔어요’를 융겨 사용었다 단순 

과거 ‘w었’ 대 시도의 양태 표현 ’-애어 왔어요’의 사용 비율이 1.9 대 l 

인 것으로 용석되었다 더울어 ‘그‘， ‘그때는: ‘그거 1와 같은 어휘툴 반복하 

여 사용하는 것도 옥기할 안하다 

。t 저쉰11 한국융 여앵올 웰용효닌묘 한국을 여앵용， 여러 (5) 여러 장소 

에각용펴 얘이있는 구경융 앙이 보옳닌요 따D5-ml 

져는요 곡경 지난 언 여옴에 인구랑 같이 욕건 교수닝이랑 강이， 갱도 ;1 
용영욕 중국 청도 교수닝이랑 우리 선얘닝이랑 따'llH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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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조음화 

씀성적으로 부호화하는 단계에서는 부정확한 발읍， 긴 휴지， 과도한 간 

투사의 λ냉 둥이 말견되었다 말하기가 주는 싱려적인 압박1 즉각성 외 

에도 시헝 수행이라는 상황도 소리를 제대로 얀들어 내지 옷하는 원인으 

로 작용했을 것이다 아래의 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cjJ. 저는， 지난번얘 <151 아 여앵융(I) 썼어요 그 씨 친구랑 였어요 아，131 

우리， 그10.51 응(0. 11 아， 아 우리10，\1 하고 구정하고 악을， 악율판 가고 。1，

집， 바닷개 뾰햄성hL"I:앓냉죄] 수영하고 아 거기 있는 호젤에서 자 

고(이하생략'1 0Elll때 

융， 저는 지난여응에 여자 친구랑 웅 안동 안동 탈충 보러 갔어요 또 융‘ 

탕충 보고 월밟i영밟 억었어요 [JE1lf-llIJ 

2 사진 보고 OIOPI 민뚫기 과제의 당회 분석 

중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1'는 사진 보고 이야기 만틀기 과제를 수행함 

에 있어서 첫째1 각 사진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7k혹은 일어났 

는가)에 대한 지시적 영제적 개녕~j{소년이 옥이 아르다， 지판기에서 음 

료수를 0씨려고 한다， 자판기가 고뺀 나서 콜라가 나오지 않는다 말 

로 세게 차니 한꺼번에 콜라가 쏟아져 나왔다 웅)를 잘 이루어내지 옷하 

였다 16 영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사진이 나타낸 내용을 파악한 상태에 

서 이야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1 따라서 주어진 사진의 순서대로 

사건과 갈풍을 전개시켜 일관되게 이야기하지 못하였다 어색한 자문자 

당 높잉업의 혼재 퉁이 발견되었고 자연스겁고 영판성 있게 이야기를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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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기 위한 당화 요지률 취하지 웃하였다 셋에 억양과 장세 퉁율 이용 

하여 청자의 관심을 웅을연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능력은 여앵 경힘 이야 

기하기 과제보다 잘 이루어냈다 둥으로 총명할 수 있다 이툴 세부적으로 

기술하연다옴과같다 

”개녕화 

아래의 에는 수험자7의 ‘사진 보고 이야기 안들기’ 과제 수앵 당화 션채 

흩 션사한 것이다 ‘지시 추폰’의 과정을 겪으연서 개념화하는 것올 획인 

할 수 었다 일단 아이가 엄마에게 과자툴 사달라고 한다에서 시작하여 

‘엄마가 아이한테 온올 주었다’고 연결한 후， ‘이이가 주스을 사려고 버튼 

올 누르고 있다고 생각한다여 일E얘 있는 추론적 영제블 연결해 갔다 

어， UI 영언， 영언 그링응 애기가 10.51 영아한대? 그， 과자표 사 단랴， 사달 

라고 051 그윈 의미라고 써각앙니다 두 언에는{31 에 (깅) 그냥， 셰 앤께 그 

링원이 엄마가 얘기한대 온 주고 얘기가 주스를 사?려괴051 그 복양월J 

누르고 인 121 인다고 써각앙니다 네 네 언얘는 것깐 하고 싱온 。μ|고 

싶옹 주스올 사고 이셰 51 아， 191 다섯 번쩌컨31 기져가 고장 나서， 그141， 

용， 냥동생이131‘ 。k71 0"지악 그링옹 냐었언1.'나온) 그 프훨으l갚프갱갚 

강닌당 뼈7-1V] 

본 과채를 해결￡에l 있어서 학습자는 각 장연에 따라 추론한 내용을 

언저 제시하기도 하지안 추돈융 생략하는 경우도 빈번함올 알 수 있다 

선추론이 이루어진 에와 추흔 생략이 일어난 예를 차혜로 제시하연 다옴 

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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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링에는 。R 더옹 날씨 강ξ덴효 납자 。fól가 너무 더워서 활냉장 

의욕 자딴기를 발견하고 너우 더워서 아 (0.71 콜라흘 선택였습니다 홍션 

을 넣고 기다려도 롤라가 일어지지 않았어요(이하 앵략1 [JE16-IV] 

너우 더워서 융료수 마시고 싶다 자딴71애 자판기애 았는데 옴료가 여러 

종류 있어요 E카， 올라 억끄 싶은데 동 넣었어? 눌었는데 콜라가 얀 나와 

요 그러니까 양로 몇 번 차 가지고 공라 여러 개 나왔어요 [IE)()-)V] 

또한 아래와 같이 어영게 청자를 설정하고 이야기를 울어7싸 히는지 

에 대한 개념화가 되어 있지 않은 사혜도 발견된다 이야기구술을 하여 

자문자당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i콜라 하나 뽑아 주세요η 

“돈 넣고 콜라 누르구 롤라 받으구 ”와 강은 이야기체를 이어가는 

것은 사진이 나타내는 사건올 영제화하지 옷해 에 '1지 전달에 실패하였 

옴을보여준다 

(션1앤 생략) 옹 관'1 맛있어요 효갚효난뾰L로씌욕 톤 넣고 콜라 누 

르구‘ 그리고 밑에 구영에서 콜라 용료수 받으구(21 이거 받으연 안 되는데 

요β) 그리고 이재 흉라 이렇게 않이 양아 왔어요? 종 이싱닝}네요 

[또15-IVJ 

a 엉식화 

수험자는 추흔한 내용을 지시왼 이야기 내용에서 보충하기도 하고 샤 

진에 동장하는 인울{소년)의 싱리와 연결 지어 이야기를 안틀어 내기 위 

해 뭉고 답하기 망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나햄 접속샤 대용 표현， 의성 

어 및 의태어， '-(은)것 같아요1 표현 동을 고빈도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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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 β) 어， 저는， 어， 그 그 아이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 암올 너무1 어‘ 

많이 흉였어요 그래서 자판기에서， 어， 옹료수툴 사다? 억고 어， 억고 싶어 

요 어， 사다 억고 상은네 톤도 넣고 그런데 용료수도 안 냐왔어요 응 그 

래서 영순월i영효최훌l 찾잊는더 ? 융， 돈도 넣고 안 나2[， 안 나와서 화 

가 나， 뾰~흐(，L좌월l월 때였어요 그러자 갑자기 많이 나왔어요 

[IBJ1• M 

네 강효쇄융 어느 날에 그 밖에 나2f서 그 친구훌 얀나는 길얘 냥써가 

아주 더워서 워 억Jl， 마실 151 것을 찾으러 갔어， n습니아 가는 길애 음 

료수 파는 기계를 보고‘아 나 훌라흥 억어얘 0.51갱다 1 라~ 써각올 혜서 

훌갚흩Z냄로물효용요 하지안 롤라는 나오지 않아 월앓효닌묘 너무 놀 
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눌러 앙더니 올라가 계속 안 나와， 안 냐1lí051습니 

다 그래세 그러， 그러니까 얘가 화을 내고 기계룡 명검봐청덩닌 흘라가 몇 

개 몇 개 이형게 쌓여 쌓여(lJ 내려왔습니다 [따&IVJ 

이와 더울어， 한국어 중급 학습자는 사진 보고 이야기 안를기 파제를 

수행하연서 ‘그런 의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 

합니다 퉁의 시용과 같이 추론한 내용을 구어로 형태화하는 데에 집중하 

고있는것으로보인다 

(앞부용 생혜 엉야한태? 그 아>f을， 사 당랴 샤달라고 051 극엎검~갚콕 

갱갚양닌Et두번째쉰 31 악 1221 그냥， 얘 언째 그링윈이 엉아가얘기한대 

돈 주고 애기가 주스흘 At?려고(05) 그 보완용{J 누르고 있(2) 잉다고 생 

갚앞닝묘 네1 에 언째는 쪼l간 하고 싶응， 마사고 싶은 주스를 사고 이제 

(5) 악 191 다섯 언째킨31 기제가 고장 냐서， 그(4)， 용， 남동생이 131, 애7) 

마지악 그링은， 나었덴J나옹) 그 프렐l갚곡갱갚앙닌요 [1BJ7-I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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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으록 수헝지눈 광광， 드르르륙’， 띨뚝꿀쭉’과 같은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애 실강나는 이야기 전달을 시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아래에 가장 높은 수뺑력을 보인 사헤를 제시한다 

너우 화가 나서 알로 효훨 셨는이l 올라가드흐루를 영어졌어요 몇 개나 열 

어진 것 같아요 이게 앤질 1051 신났어요 풍중풍중 하나， 또 하나 마셨어 

요 [IE16• M 

반연에 연결 장치를 전혀 쓰지 옷하고 문장 간 흐를이 뚝뚝 끊어지는 

딸화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다 양화하는 상팡파 알화재수업자)의 의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간， 양대 동의 형태적 표지를 선택하는 일， 청취재평 

7까)와의 판계를 반영하는 적절한 높잉 표지어의 사용 둥 모든 측연에서 

미숙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죄효효올법Z그냥 냥 어린이 한 영 있어요 흉라 억고 싱어요 올라 용아 

서 아셔요 융 너무 더워서 웃 알려요 옐 얼 거애요 효영.i융효초강의 

호스l월효당 워 경요냥윌 (후반부 생략) [IE15-~~ 

이조음회 

사진 보고 이야기 만들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조옴화 단계에서는 앞 

서 여행 경험 이야기하기 과제보다 더 긴 휴지， 동일읍의 잦은 반복， 과도 

한 간투시의 사용， 부정확한 얄응 퉁이 두드러졌다 아래의 예에서 이를 

확인할수있다 

에‘ 어느 냥씨가 너우， 어， 뜨거워서， 딱이 망이 냥 딱이 냥 연이 앙이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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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그래서 강호강숲 나서 롤라 억고 싶어요 융 그 돈으로 콜라 션쩍? 롤 

라 선택하고 근데 한상 기다리고 롤라 안 나었어요 옴 아아 그 기계 고장 

났어요 융， 한장 기다리고 옹， 기계 때리:i!， 그 글j!KJ경과) 롤라 몇 병 갱 

도 나왔어요 이상잉니다 lææ-IVl 

더 울어 청자의 관심올 붙을고 이야기의 재미를 높이기 위해 억양， 강세 

동을 사용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다응이 그 예이다 

네 채 용생은 어느 날에 굴 양에 나9써 길 친구흉 만냐는 길에 날써가 

아주 더워 서 워 억:i!，"냉1151 것을 찾으러 갔어， 갔습니다 가는 길에 융 

료수 짜는 기제를 보고 시。t 냐 롤라릉 녁어。~05 겠다‘라는 생각올 해서 콜 

라을 가서 주문융 했다 하지안 롤랴는 냐오지 않L월강효닌묘 너우 놀라 

가지고 다시 이형게 눌러 왔더니콜라가 계속아나와 안나뻐 0.51융니다 

크댐강구료욕뢰닌강 애가 화를 내고 기계흘 때혀버렸더니 콜라가 몇 개 

몇 개 이렇게 용연L효영ill 내려왔습니다 iIEffi-IVl 

3 충급 한국어 획습자의 이야기구슐 딩회의 과제멸 비교 

이ι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유형의 이야기구슬 과제를 수행하게 하여 

산출된 당화를 비교훈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소결을 얻을 수 있다 

칫에 여앵 경헝 이야기하기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누개 언제， 어디에 

둥의 요소를 포항시켜 여앵당의 골척올 구성하는 능력이 있음을 획인하 

였다 반연에 연속성을 가진 사진올 보고 이야기를 안을어 내어야 송}는 

과제를 수앵할 때에는 절반의 수헝자만이 사진이 제시하는 사건융 제대 

로 인지하고 이야기를 연결해 나갔으며 절반은 어떤 일이 일어났고 왜 이 

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가를 인지하지 옷뼈 의미를 만틀어내지 옷하는 

OQ~ι율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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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셰 여앵 경험 이야기하기 과저l에서는 과거 시제 형태소 ‘%었/였꾀 

‘아/어/혜 왔다와 강은 양태 표현올 겸용해서 사용.~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사진융 보여 추론한 내용융 이야기할 때 전형객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와 강은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16영 가운데 오직 한 영안 

이 “이주 더운 날써 같은떼요i툴 말하였다 

셋~， 조옴화에 있어서 긴 휴지 과도한 간투사의 사용1 부정확한 발옴 

둥이 발견되었다 욕히， 사진 보고 이야기 안을기 과제용 수앵하기 위한 

조음화 단계에서는 앞서 여쩡 경헝 이야기하기 과제보다 휴지가 킬i!， 반 

적옹의 재생1 간투사의 밴번한 사용， 땅옹의 부정확성 퉁이 두드러졌다 

4 한국어 혁습Ã~의 이야기구슐 수앵의 중 • 고긍 수훈업 비교 

중급에서 고급 수준으로 냐아갈 때 이야기구숭 과제의 수앵에셔 어떠 

한 '1<' 1를 보이는가툴 논의하는 것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야기구술 능 

력이 어영게 연화하는가를 밝쩨중 수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이야기구숭 

능력올 논의한 연구는 지연숙(JXBlol 유일하기에 이얘 기대어 비교하기 

로 한다 지현숙(쨌)애서는 고급 수준 학융자를 대상으로 알하기 시험을 

용해 한국애 상연서 재미있었던 일’， 동화 옐간 두건’에 깐한 안화 보고 

말하71. ‘제비(흥부전)' 만화 보고 말하기 퉁 세 가지의 이야기구술 과제 

능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구조 ‘구체성’， ‘수사력’， ‘문 

엉결속1 동 네 가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이야기구술 과제에 대한 수행 

능력을 살펴본 결파 대용 표현 정속사 동융 사용한 문엉 능력은 높으나 

비유엉올 적절히 써서 정자의 판심을 움을고 재이를 높이는 ‘수사역’파 

상황 빛 인울꼴 도입하고 자연스렴게 이야기를 전개시켜 가는 ‘구조에 

대한 능력이 낮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연하자연. 첫에 ‘자신의 경영냥 

을 이야기하는 과셰는 매우 자연스영고 유~하게 수앵혜 내며， 문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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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친숙한 동화를 안화로 보연서 이야기로 옮기는 과제 수앵에서는 

화자의 판단과 태도를 반영한 말하기 수뺑이 부훈적으로 일어나며， 흉부 

션의 제비를 주인꽁으로 표현한 9컷 싹리 얀화플 보고 이야기하기 과제 

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앵력을 보였다 울에 이， 그 저1 이렇게， 그형 

게 둥 대용 표현을 잘 사용하고 인을의 앵동을 사건 진행이나 핵심 주제 

와 연결시킬 줄 알며 이야기 진앵에 일판성을 보인다 셋째， 주로 영사로 

사울의 특성이나 인울의 욕성올 냐눈 후 반복적인 문장 구조를 사용해서 

알한다 퉁이 고급 수준 한국어 학습자의 이야기구슐 능력으로 보고되었 

다 

이를 통혜 한국어 학습자가 이야기구슬을 수행￡에 있어서 중급과 고 

급 수준은 다옹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개념화1 형태 

화， 조옹화로 나누어 수준별 이야기구슬 능력을 나타내 보이자연 〈표 2> 

와같다 

<1i 2) 0 야기구을 과세 수영의 중ζH잉어쩍 이교 

수얘 
중급 고궁 

단계 

개인 정헝용 이야기하는 과쩌는 
천숙환 경험율 이야기하는 과 

양힐 샤엉올 빠르게 경정해서 양 
찌는 누가 언째， 어디에 둥의 

항내용올 안을어 낸아 
요소용 포항시켜 당화의 끌격 

시각자효율 보고 아야기홉 딴월 
융 구성하는 능력이 있다 

어 내는 과채는 내용객 친일도가 녕 
연속성율 가진 사전용 보고 01 

높g연 쉽거l 재녕화가 이후악지 화 
야기용 안드는 과찌는 어떤 내 

나 옥표 운회에 채한의는 내용이 
용인지 인지하고 의미화 하여 

주어졌융 경우 에시지훌 정하는 
양항 내용융 경갱하지 옷한다 

데에 어려워한다 

파거 시새 형태소나 시도’의 대용g현파 접속사의 사용 갱자 
형 

양대g현융 사용한다 용 고려한 농잉 퉁이 잘 이루어 
태 

지시어， 대용g현， 정측샤용 우 진다 >1 
냥하게 사용한다 명사호 '1시항 내용획 욕성옳 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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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용한 내용용 나타내기 위한 
눈 후 반욕적인 문장 구조용 사 

요연구운용 사용하지 옷언다 

갱자용 정하지 옷한 얘 일한다 
용빼서 양힌다 

긴 휴지 파도한 간후사의 사 청자의 흥미톨 농일 수 있도륙 

용 ￥갱씩한 앙응 둥이 방견인 육정한 부용용 강하재 일하거나 

조 다 차장된 억양으호 나타낼 출 안 

용 샤전 보고 이야가 딴융'1 파재 다 

화 에서는 긴 휴지， 용연용의 안 이야기 주제와 내용에 대한 여자 

욕 라도한 간후사의 사용 부 의 강정과 에도톨 용생적 자정 

정확한 앙용이 두드려진다 속에 어느 정도 앙아낸다 

V 결혼 

본고는 중급 수준의 한국어 ~，습자는 어떠한 이야기구슐 능력을 가지 

고 있는가와 파재별로 이。þ7J구술 놓력이 어떠한 jfoJ블 보이는가를 당 

색하는 것에서 에옷되었다 이에 알하기 시험 수앵에서 보인 이야기구술 

당화를 분석허어 매엄l의 구어 산출 모형애 접옥뼈 설영하였다 이를 

용해 중급 한국어 학습자는 그간의 학습에서 축적한 언어 자원을 이용하 

여 각자가 의도한 의미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는 것율 확인하였 

다 알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개녕화하여 어휘와 운영이라는 언어 자원올 

개잉시켜 언어 복징적인 형식화율 이무어내고 융성칙으로 정확하고 적절 

하재 표출하는 완억한 이야기구슐 능력올 상정하고 중급 학습자는 어떠 

한 과도기적 놓역올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이제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산혼에 관한 중간언어 연구는 보다 다〈샘 

판정에서 확충되고 싱화되어야 하는 시정에 놓여있다 득히 교육의 역사 

상 기장 오래되고 일상성파 설쩨성이 높은 교수학습활동인 이ψ1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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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때 어떠한 중간언어적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규영하는 연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항 것이다 본 연구가 기초가 되어 초급 혹은 고급 

수춘의 한국어 숙련도를 지닌 학습자의 이야기구술 과제에 대한 수행 당 

화를 일달론적 판정으로 비교히여 한국어교육 연구에서 이야기구슐에 관 

한 논의가 한충 싱화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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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한국어 핵습자의 。]ot기구슐 수뺑 당화예 대한 중간언어척 고창 

지얻숙 오승영 

용 연구는 중급 수준의 언국어 여습자가 서호 다용 이야기 구술 과세에서 어 

이한 구어 수앵용 보이는지홈 중간언어적 판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온 연구에셔 

사용원 과찌는 ’여앵 경엉 이야기하기’와 사진용 보고 이야기 안훌기’이다 용 

연구얘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과제 수앵 당화훌 말하려는 내용과 의도용 ‘개녕~F 

하는 안계1 어휘 잊 운엉 정보용 선택하여 구성하는 ‘영식화‘ 단계 형식화 요소 

용 구셰적인 소리로 인총하는 ‘죠용화‘ 단계호 나누어 살여보았다 또한 충긍 학 

융자의 이야기 구슬 능력융 기존의 고급 수준의 학습자용 대상으료 한 이야기 

구융 연구 경과와 비교하여 이야기 구숱 능력이 충간언어석 한갱에서 어영세 세 

찌아가 가능얻지 논의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응과 같냐 중급 단계의 한국어 학습자는 여앵 경엉 이야기 

하기 과채용 수앵힐 예 안양 내용융 장 개녕화하나， 적정한 어"와 운엉융 사용 

하여 이야기를 자연스렁께 이어가지 옷하여， 조용화는 대셰로 성공적이었다 또 

한 사진용 보고 이야기 안융기 과찌용 수얘항 에 지시ψ영채찍 개녕짜용 장 이 

쭈어내지 옷하였고， 일할 내용용 잭궐하재 영식화하지 옷하였다 륙'1 자운자당1 

놓잉엉의 혼란， 엘란성 있는 이야기용 위한 당화 요지흩 사용하지 옷한 점이 알 

견외었다 또 조용화 단셰에서 깅 휴지 과도한 간투샤의 사용， 부갱확얻 앙옹 둥 

이 나타냥마 

[주째어] 중간언어‘ 이야기구술， 개녕화， 형식화 조응희， 일하기 시헝 과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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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JSIrad 

A Research (Jl tæ Kl:ræn Leamers’s 않l:IY떠피19 Disooræ: in 

terms of Interlanguage Studies 

...... 배Jl-ru('()\ 없rg-뻐.IlJ 

This article is to anaIyze the Storyt어lir명 Discour똥 이 the interrrmiate 

1"""" 이 없"'" m 며fonning storytelling tasks. ln this study‘ the πocess 

toward achieving the task is divided i미0 띠'" 이야mgUl야X었 steps: the flfSt 

step is 10 cooceptua.li.ze the oonter\l and the intention 이 the diS<XlUIõe: the 

잊n쩌 step is to construct a senteoce 5φucture coo잉sting of the graJmllaf 

and the vocabu뼈y: and the tlúrd Step is articulatioo of overt 의JeeCh. And the 

story떠피19 ability of the interrrediate leamer 이 Korean is αJITIIEl'd with 

tha씨t of the advanced leamer o( Kocean in terms of interlar밍띠ge， in order to 

1igure ωt the in떠때@띠ge system of 양akm; 

As the fio며ng 이 this article, the internYirliate leamer of Ka'ean is good at 

"'""""때ization of rressage, OOt fe허 φfficulty 10 construcl a 연llerα usmg 

*빼""‘， vQC따>Jiruy "잉 grnmrrα. in OOing the task coocernit밍 talking 

abrut traveling exα"'''''''’ And white φing the task abrut ‘n빼 19Stnry 

with~ 이lO!OS’， they have 이 ffi Cl매ty in COflCeIXUalization of desirable 

"""",es "잉 fooning them into the right sentence. With ~ 10 

mαlucing ,..,.,;, 없m:ts. they are lik려y ω """잉 pau잊 띠"""""，，"y 

overuse m뼈iectioos， and miSJl'Ol'lOllflCe the 없mds 

[](ey wα-ds) I띠erlanbruage， Storytelling, Conceptua1ization 이 """"" . 

ForrruIation of sα~， Artirulation 이 overt speech, Task 이 
spealcing te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