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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적과 평가 담론의 중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상의 한국어 능

력 시험들이 어떠한 사회적 논제를 안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한국어 

능력 시험의 개선을 위한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한국어 능

력 시험은 교육부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TOPIK으로 주도

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1). 따라서 본고가 TOPIK을 자주 

* 본고는 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가 주최한 제18회 국제학술 회(2016.10.22.)에서 

‘한국어 능력 평가의 사회정치적 담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원고를 깁고 다듬은 

것이다.

** 배재 학교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http://dx.doi.org/10.17313/jkorle.2016..38.193

1) ‘한국어 능력 시험’은 외국인이 ‘외국어’ 혹은 ‘제2언어’로 학습한 한국어 능력을 평가

하기 위한 시험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TOPIK, KLAT, KLT 등이 이에 해당한

다. 반면에 ‘한국어능력시험’은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의 한국어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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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어교육 연구에서 TOPIK과 같은 고부담 시험을 다루는 것은 

현재의 한국이 처해 있는 사회정치적 단면에 주목하여 시험 사용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평가가 가진 사회적·윤리적·문화적 책임을 일

깨우는 세환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 중요하다. 또한 한국어 능력 평

가에 한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해 학습자, 교사, 교육부·법무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자, 유학생 선발 책임자, 인사 담당자 

등 이해관련자(stakeholders)의 시험에 한 적극적인 개선 행위를 

촉구하는 논리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2).

언어 평가론에서 한 획을 그은 Hamp-Lyons(2000)은 ‘윤리적 언

어평가론’을 주창했다. 이는 언어 시험은 윤리에 해 민감해야 하

며 시험은 세상 안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한 것이 골자이다. 

이어 Shohamy(2001)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언어 시험의 권력

적 속성에 관해 연구했으며, McNamara & Roever(2006)와 

McNamara(2008)도 언어 시험이 사회정치적 힘에 의해 잘못 사용된 

사례를 분석하며 비판적 언어평가론을 심화시켜 갔고, Davidson & 

Fulcher(2008), Fulcher(2009) 등의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맥

을 함께 하는 국내 언어학계의 논의는 주로 영어 평가 연구자를 중

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창봉과 박주식(2007), 박휴용(2008), 신동일

(2006, 2008, 2011, 2012) 등이 있다. 한국어 평가 연구에서는 한국어

이다. 본고에서는 이 둘을 띄어쓰기를 통해 구분해서 쓴다.

2) 법무부는 한국어 능력 시험의 중요한 이해관련자이다. “지난 2016년 6월30일 법무부

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이르는 수치다. 또한 2007년 1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채 10년도 

되지 않아 그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한겨레신문 2016년 10월1일자)” 와 같

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적과 비자 등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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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시험의 운영 개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채점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제안한 민병곤(2005), TOPIK의 성별 차

별문항을 분석하여 평가 내용의 개선안을 제안한 장은아‧양길석

(2006), 비판적 평가론에 입각하여 한국어 시험을 다룬 지현숙

(2012a, 2012b) 등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본고가 사용한 연구방법은 

담화 분석, 면담법, 현상학적 연구 등이며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는 외국인이 보는 한국어 시험에 해 어떠한 인식

을 생성해 가고 있는가? 

둘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해 어떠한 감정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셋째, 현재의 한국어 능력 평가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실천 과

제들은 무엇인가? 

연구자는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요 일간지 신문을 검색하여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에 해 한국사회 안에

서 어떠한 담론들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TOPIK 수험자를 상으로 시험에 한 인식, 태도, 감정 등에 관해 

면담하고 응답된 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본고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한국어 시험에 한 신문 보도물과 수험자의 담론을 ‘해석’하여 한

국어 평가가 개선되기 위한 사회적 실천 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에 

두었다.



196   국어교육연구 제38집

Ⅱ. 한국어 능력 시험에 관한 일간지 신문의 인식

1. 비판적 담론 분석과 비판적 언어 평가

‘담론’은 어떤 문제에 해 의견을 주고받으며 논의하는 것이다. 

“담론은 정치사회적 현상이며 담론의 형성은 누군가에 의한 사회적 

실천의 과정이기에 언어적 표현의 양식일 뿐 아니라 세상에 한 

사회적 실천력을 갖는 양식으로 볼 수 있다.”(신동일, 2012: 79) 이러

한 담론을 연구방법론에 적용하면 ‘비판적 담론분석’이 되는데 

Fairclough(2005)에서 강조한 로 사회적 진술 체계에 존재하는 사

회정치적 논쟁거리들을 미시 담론과 거시 담론의 부면에서 해석하

는 것이 비판적 담론 분석의 주안점이 된다. 

한편으로 비판적 언어 평가관은 언어 시험을 통해 영향력이 있는 

기관이 영향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소외시키거나 억압하는 것을 비

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접근법이다. “비판적 

언어 평가관은 언어 교육의 상 적 자율성을 중시하고 교육이란 

화를 통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책임을 일깨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지현숙, 2012: 590) 다시 말해서, 실증주의적 

평가가 지나치게 중시하는 시험의 실용성과 신뢰도에 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언어 시험의 사회정치적 오용을 공개하고 개선하기를 

촉구하는 실천적 교육 이데올로기가 비판적 언어 평가관이다.

한국어교육 관련자들은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한 종의 시험을 설계하고 개발하여 국내와 

해외에서 동형시험을 시행해 오고 있다3). TOPIK은 “20세기에 국제

3) 1997년에 제1차 한국어능력시험(당시 KPT)이 시행되었기에 2016년으로 20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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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규모의 언어평가 산업이 구축될 때 사상적 동력이었던 실증주

의적 평가관이 국내 언어시험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작업에도 예외 

없이 절 적인 영향력을 끼쳐”(신동일, 2012: 3) 여타의 국내산 외국

어시험과 마찬가지로 신뢰도 중심의 선다형 문항 개발에 주력한 시

험으로 보인다. 정보화 시 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개방된 외국어 평

가 문헌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언어 시험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 

원리와 방법론을 참고하고 적용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럼

에도 한국어 능력 평가에 한 논의나 개선을 위한 연구는 깊이 있

고 실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TOPIK은 비체계적이고 타당성이 

낮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민병곤, 2005; 전은주, 2008; 지현

숙, 2012a, 2012b; 오주희, 2015 등)  

그간 언어 시험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해 활발한 찬반양론이 

있어 왔다. 경쟁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에 해 교육과 평가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개인주의’ 기반의 

평가관은 고비중 표준화 시험을 지지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어 왔다. 

즉, 고비중 시험은 진학과 취업, 선발과 배치, 국적 혹은 시민권 취

득을 결정짓고 학습자가 달성한 성취도의 표준적 관리에 기여하므

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개인주의 평가관이다. 반 로, 

국가 유지에 필요한 교육관을 개인에게 투영하여 시험을 통해 국가

적 차원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인력을 선발하겠다는 ‘집

산주의(collectivism)’ 평가관은 시험이 교육과 사회에 끼치는 획일

성과 통제, 감시 등의 해악 때문에 특히 고비중 시험과 관련하여 상

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 연구자는 비판적 언어평가론에 터하여 개인

주의와 집산주의 평가관 모두를 비판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이 교육

과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들을 찾아내어 드러내고자 한다. “비판

적 언어평가론은 시험의 사용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고찰하고 시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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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감시하고, 시험의 유해한 힘을 최소화하고 시험의 오용을 찾

아내며 사회적·윤리적·교육적·정치적 맥락에서 시험을 평가하는 활

동”(Shohamy, 2001: 187)이기에 이를 본고의 한국어 평가 연구에 

반영할 것이다. 

2. 일간지 신문이 바라본 외국인의 한국어 시험

2절에서는 각종 일간지 신문들은 외국인이 보는 한국어 시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만약 연구자가 빈도를 중

심으로 신문 기사에 속한 어휘나 구문 등을 분석해서 담론을 이끌

어낸다면 표면적 내용만을 다룰 가능성이 있고 한국어 시험에 관한 

사회정치적 시선들을 심층적으로 읽어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담

론 분석은 상징 기호인 말이나 글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의 문제를 

분석해야만 언어 안에 숨어 있는 실천적 담론의 규범, 신념, 가치 체

계를 제 로 이해할 수 있다(Fairclough, 2004). 따라서 본고는 신문

기사에 내포되어 있는 외국인(유학생)에 한 시선, 국가 권력의 유

지를 위한 가치 체계를 들여다보고, 한국어 시험에 한 교육적 인

식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려 한다.

연구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을 

상으로 ‘한국어 시험(한국어 능력 시험)’과 ‘토픽(TOPIK)’을 검색

어로 채택해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10일까지의 기간 동

안 실린 보도물들을 검색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1차적으로는 일

간신문의 아카이브에 접근하여 관련 기사를 찾아냈고 2차적으로 네

이버와 구글 검색을 통해 분석할 기사의 원문들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총 47개의 관련 보도물들이 검색되었는데 ‘한국어 시험’, 

‘TOPIK’, ‘한국어능력시험’ 등이 포함된 31개 기사의 전문을 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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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에 해 한국사회 

안에서 어떠한 인식들이 생성되고 있고 어떠한 사회적 실천을 유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보도물의 세부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조선일보의 한국어 시험 관련 보도

제목 게재일 유형

1 스리랑카인 8000명이 한국어 능력시험 원서교부장에 몰린 이유는... 2011.08.11 기사

2 스타를 넘어 마케팅으로 승부… '한류 3.0' 준비해야 2011.11.28
기획
기사

3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생 사상 최 2012.02.02 기사

4 한류 바람 탄 한국어 열풍 2016.03.01 기사

5 테헤란 세종학당 경쟁률 4 1… 자카르타는 기자 500명 2016.03.01 기사

6 한류 바람 탄 한국어 열풍 2016.03.10
기획
기사

7 한류 바람 타고… 세계에 TOPIK 열풍 2016.04.19. 기사

8 “돈만 내면 입학” 한국어 몰라도 오는 中 유학생들 2016.10.04 기사

<표 2> 중앙일보의 한국어 시험 관련 보도

제목 게재일 유형

1 한국어능력시험 13년 만에 응시자 65배로 증가 2011.09.17 기사

2 제12회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 : EPS-TOPIK 현장! 2013.03.11 기사

3 '따로 노는' 외국인 유학생…한국어 능력·문화 교류 핵심 2013.03.30 기사

4 제32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47개국서 6만7595명 응시 2013.10.21 기사

5 국제화 지수에 가린 외국인 학생들의 생생한 ‘타향살이’ 2014.10.01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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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동아일보의 한국어 시험 관련 보도

제목 게재일 유형 기타
1 ‘한류 바람’타고 세계 곳곳 ‘한글 배우기’ 2011.10.07 기사

2 외국인 학생에게 쏟아졌던 관심...어디 갔나요 2012.04.04 기사

3 중국인 유학생 10만명 한국에 유치하자 2012.06.12 기사

4 한국 신문 못읽는 외국 학생, 서울  못 들어간다 2012.11.29. 기사
A14면
3단

5 TOPIK과 인구 이동 2014.05.03 칼럼
6 '뾰족 수'도 없이 외국인 유학생 20만 유치? 2015.07.07 기사

7 유학생 '전용학과' 만들어 유치 늘리겠다? 2015.07.08 기사

8
45개국 7만2295명 한국어능력시험 치러 한류 열풍에 
‘역  최다’ 

2016.04.19 기사
김희균 
기자

<표 4> 한국일보의 한국어 시험 관련 보도

제목 게재일 유형 기타

1 한국어능력시험 누적 지원자 100만명 돌파 2013.01.20 기사

2 “Bye Korea” 발길 돌리는 외국인 유학생 2015.05.16 기사

3 한국어 잘 못해도 합격, 성적 낮아도 장학금 '민망' 2015.01.01 기사

4 뉴욕일원 TOPIK응시생 줄었다-전년비 28.9% 감소 2016.02.13 기사

5 외국인 유학생 9만명 시 … 방황하는 코리아드림 2016.03.25 기사
13면 
TOP 

<표 5> 한겨레신문의 한국어 시험 관련 보도

제목 게재일 유형 기타

1
국제결혼 비자받기 까다롭게…'한국어능력·소득' 따
진다

2014.02.05 기사
사회면 
김원철 
기자

2 ‘한국어 배우기’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2014.10.06 기사

3 한글날: 한글, 세계화의 바람이 불다! 2015.10.08.
기획
기사

4
한류 열풍 영향, 한국어 교사 수요도 꾸준히 증가 
추세 

2015.12.29. 기사

5
한국어능력시험에 45개국서 7만2천명 지원…역  
최다

2016.04.18 기사



한국어 능력 시험에 관한 신문과 수험자의 담론 분석   201

<표 1>∼<표 5>의 신문기사를 분석한 결과 핵심적인 논제는 다

음의 네 가지로 집약될 수 있을 듯하다. 연구자는 신문 보도물 안에 

숨겨진 가치 체계를 들여다보고 평가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회적 실

천을 유도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첫째, 부분의 일간지 신문들은 ‘한류→한국어 학습자의 증가→

한국어 시험 응시생 급증’으로 연결시키는 논조를 전개하고 있었다. 

「한류 바람 탄 한국어 열풍」, 「‘한류 바람’ 타고 세계 곳곳 ‘한글 

배우기’」등의 제목 하에 ‘강남스타일’이나 ‘태양의 후예’와 같은 

중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 열풍에 일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었다. 소위 “한류 바람”이나 “한류 열풍”이 한국어교육 수요자의 

증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닐진 , 개의 언론사들이 이러한 단순 논

리를 펼치고 있었다. 

한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 한국어 공부 열풍이 불고 있다. 16일 전 

세계 45개국 164개 지역에서 시행된 제46회 한국어능력시험(토

픽·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에는 역  최다 인원인 7

만2295명이 응시했다. 중국·프랑스·호주·아르헨티나·남아프리카공화

국 등을 포함해 모든 륙에서 시험이 치러졌다.     

       -조선일보 2016년 4월 19일자 기사-

둘째, 신문 보도물들은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을 놀라워하는 시선을 나타내었다. ‘사상 최 , 기록적, 역  최

다’ 등의 표현이 신문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TOPIK 응시자수

의 증가가 역사적으로 놀랄 만한 사건임을 다소 과장하면서 강조하

고 있었다. TOPIK 시험의 권력화나 점수의 잘못된 사용에는 무관

심한 채 「한국어능력시험 13년 만에 응시자 65배로 증가」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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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능력시험에 45개국서 7만2천명 지원…역  최다」에서처럼 양

적인 증 에만 관심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EPS-TOPIK과 같은 

시험은 한국의 경제사회 유지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관을 아시아권 

학습자에게 부여하여 이른바 3D업종이나 제조업 기피 현상을 해결

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시험으로 선발하겠다는 집산주의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관련한 사회경제적 배

경을 진단하거나 교육적 지원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는 시선은 

찾기 힘들었다.

제46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지원자 수가 역  최다를 기록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김광

호)은 국내외 45개 국 164개 지역에서 실시된 이번 시험에 총 7만2천

295명이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시험이 처음 시행된 1997년 이

래 1회당 지원자 수로는 가장 많은 수다.    

               -한겨레신문 2016년 4월 18일자 기사-

셋째, 일부 신문은 TOPIK에 한 수험자의 경제적인 응시 목적

에 주목하면서 아시아권 응시자로의 쏠림 현상에 관심을 나타내었

다. 이러한 관심은 한국의 교육 제도가 내부 자체적으로 변화를 주

도할 역량이 부족하다면 외부의 환경 변화에 방치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면서 한국 내 입시와 경쟁교육을 비판하는 논의로 발전되고 

있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르는지 궁금해서 찾아

봤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K-Pop 같은 한류 열풍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9년 TOPIK 자료집에 따르

면, 학 같은 교육기관으로의 진학 33%, 개인 실력점검 57%,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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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취직 7%, 기타 3%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이나 한국 문화

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개인의 실용적인 목적에서 시험을 치르는 사람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실용적인 목적이라 함은 다름 아닌 경제

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시험장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북미나 

유럽 국가들 보다는 아시아권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으로 미루

어 아시아권 응시자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2014년 5월 3일자 칼럼-

넷째, 한동안 신문 보도물은 유학생 유치 정책을 지지하며 적극적

으로 다루다가 작년을 기점으로 유관 기관의 관리 소홀과 학위기관

에서의 중도탈락률, 교육의 질 저하 등을 지적하며 비판하는 목소리

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2016년 10월 4일자 「“돈만 내면 입학” 한국

어 몰라도 오는 中 유학생들」기사를 살펴보자.

실제로 일부 중국 현지 유학원은 ‘한국어 기초 없이 한국 유학가기’와 

같은 홍보문구를 내걸고 유학 희망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기자가 “한

국에 유학가고 싶은데 한국어를 못한다.”고 하자, “수준 낮은 학들

은 한국어 못해도 무난하게 졸업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중략) 교육

부는 외국 유학생 최소 어학 능력으로 입학 시 기준 TOPIK 3급을 권

장하다 올해 초부터 2급으로 낮췄다. “어학 기준을 더 낮춰 달라”는 

일부 학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립국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 

수업을 듣기 위해선 외국인 기준 4945개 어휘가 필요하다. TOPIK 급

수로 치면 5-6급 정도다.        

      -조선일보 2016년 10월 4일자 기사-

  

이에 더하여 「"Bye Korea" 발길 돌리는 외국인 유학생」기사도 

유학생 관리 소홀을 비판하며 한류와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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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에 부딪치고 있음을 조명하고 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조

선, 동아, 한국일보 부분은 2015년을 기점으로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학업을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도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모

집함으로써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폐해를 지적하는 논조로 바꾸면

서 학의 학위 장사로 만들어낸 ‘외국인 학생 10만명 시 ’를 극복

하기 위해 유학생의 입학 기준을 강화하고 학사 관리를 엄격히 하

도록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유치정책과 한류문화 붐이 맞물려 외국인 

유학생이 15년 동안 14배나 급증(2000년 6,160명→2011년 8만9,537명)

했지만 이젠 한국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 3년 연속 유학생 유

입이 감소세에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학정보 사이트 학알리미에 

나타난 통계를 보면 지난해 4년제 학 학부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2만9,964명으로 2012년에 비해 20.9%(7,957명)가 감소했다. 외국

인 어학연수생(2012년 1만5,378명→2014년 1만7,453명)이 13.4% 늘어

난 것과는 조적인 결과다. 어학연수를 해보니 유학생에 한 기본적

인 관리가 되지 않는 한국 학과 취업문제, 외국인에 한 한국 내 

분위기에 실망해 학 교육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일보 2015년 5월 16일자 기사-

III. 한국어 능력 시험에 관한 수험자의 감정과 태도 

 

1. 연구 설계와 연구 참여자 개요

면담법은 질문지 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연구 상자의 인식

과 경험, 감정 등을 비교적 잘 알 수 있게 하는 연구방법이다. 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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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험에 한 가치 인식과 해석은 유동적이라는 전제 하에 

TOPIK을 경험한 수험자가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면서 

TOPIK의 개인적 필요성, 점수의 의미, 학습과의 연관성 등에 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어 그 영향력을 이해하고 해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마련하고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17명을 상

으로 하여 반(半)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인터뷰와 면담 내용의 전

사, 코딩, 분석, 해석, 기술의 과정을 거쳤다. 본격적인 면담에 들어

가기 전 면담의 목적과 사용에 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에게 동

의를 얻는 절차를 밟았다. 면담에서 질문한 내용은 첫째, TOPIK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TOPIK의 위상에 해 어떻게 느

끼고 있는가? 셋째, TOPIK이 실제 한국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끼

치고 있는가? 등이었다. 

앞서의 면담법이 혼합 연구방법의 일종이라면 현상학적 연구는 

질적 연구에 해당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현상학적 환원, 기술적 분

석, 반성, 해석 등 다양한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되는 연구

를 뜻한다.”(서울 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294) 연구자는 면담 

내용을 전사한 자료 전체를 읽으면서 TOPIK과 관련한 주제어를 찾

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1차 개방코딩에서 고빈도 어휘 가운데 유사

한 내용끼리 묶은 후 ‘긴장, 합격, 쓰기, 어렵다’ 등과 같은 용어를 

상으로 최종적 의미를 도출하는 절차로 분석하고 해석하여 기술하

였다. 본고에 전사한 자료의 일부를 삽입하는 것은 면담 자료의 진

실성을 확보하고 후속 연구의 전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피

면담자의 세부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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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피면담자의 세부 인적사항

학년과 소속
응시
시기

TOPIK 

급수
성 언어권

01F
C  국제언어교육센터 5급반, 국제학 학
원 입학 예정

2016. 1 3급 여 네덜란드

02M C  국제언어교육센터 6급반, 교환학생 2016. 1 5급 남 일본

03F
C  국제언어교육센터 5급반, 한국어교육 

학원 진학 희망
2016. 1 5급 여 중국

04F
C  국제언어교육센터6급, 언론정보학과 

학원 입학 예정
2015. 5

(중국)
5급 여 중국

05F C  국어국문학과 학부생 2016. 1 5급 여 중국

06F C  국어국문학과 학부생 2016. 1 5급 여 중국

07F B  영상학과 학부생 2013. 11 4급 여 중국

08F D  국제통상학과 학부생 2015. 11 5급 여 중국

09F D  일어일문학과 학부생 2015. 11 5급 여 중국

10F D  국어국문 문예창착과 학부생 2016. 7 4급 여 중국

11F D  법학과 학부생 2013. 3 3급 여 중국

12M A  정부초청장학생 4급반 2016. 7 3급 남 영국

13M A  정부초청장학생 4급반 2016. 7 3급 남
에티

오피아

14F A  한국어문학과 학부생 2016. 7 6급 여 일본

15M A  정부초청장학생 4급반 2016. 7 4급 남
우즈

베키스탄

16F A  정부초청장학생 4급반 2016. 7 4급 여 이란

17F A  정부초청장학생 3급반 2016. 7 2급 여
인도

네시아

2. 면담 분석 결과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한 수험자의 인식을 면담한 결과 TOPIK 

수험자들은 한국 문화권으로 잘 적응하고 만족감을 얻으려는 ‘통합

적 동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4) 면담에 응한 수험자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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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활을 더 잘 하기 위해서나 한국어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친구나 주변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TOPIK을 본다고 답하였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토픽 공부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할 수 있고…….일본에

서 자기의 한국어 실력을 얘기할 때 6급이라고 말하면 6급은 한국에

서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피면담자 02M-

6급 없는 게 창피해요. 2년 동안 한국에서 배웠는데 6급 못 따면 창피해요.

    -피면담자 06F-

둘째, 한국어 학습자들은 TOPIK의 위상에 해 매우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TOPIK은 한국어 능력을 확

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토픽은 일단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

을 확인하려면 점수로 나오는 게 좋으니까 다른 시험은 생각 안 해 봤

어요. 토픽은 실력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몇 급이다 말할 

수도 있으니까…….

  -피면담자 02M-

4) 외국어교육에서 ‘도구적 동기’는 직업이나 국적 등 현실적인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며 ‘통합적 동기’는 학습자 스스로를 목표 언어의 문화권 안으

로 통합시키고자 언어를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Gardner, Lambert, Spolsky 등은 통합

적 동기를 가진 학습자가 더 높은 외국어 숙련도를 가져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다고 했으나 이후 Lukmani, Kachru에서는 영어처럼 국제어일 경우에는 도구적 동기

만으로도 외국어학습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Brown, 2005: 210-211)



208   국어교육연구 제38집

피면담자의 3분의 1 가량이 TOPIK 점수는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필요하고 장학금이나 생활비 지원 혜택을 받게 해주는 수단이며 한국

에서 살아가기 위한 문지기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도

구적 동기로 TOPIK에 응시하는 학습자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저는 장학금 때문에, 그 장학금 받으려면 5급 받아야 해서 12월에 또 

토픽시험 볼 거예요. 안 받아도 되지만 상여금? 수당? 그거 받을 수 

있으니까 토픽 시험 공부해요.  

  -피면담자 01F-

한국에 유학해야 하니까 토픽 시험 꼭 봐야 한다는 생각 있어요.   

 -피면담자 16F-

수험자들은 TOPIK이 한국 생활과 한국어 교수-학습에 통용되는 

절 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동시에 TOPIK을 ‘시험을 위한 

시험’, ‘실제적인 한국어 능력과 괴리가 있는 시험’으로 생각하고 있

었다. 그들은 TOPIK 점수의 유의미성에 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

거나 참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은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

내었다.  

토픽 시험을 보고 나서 성공했다는 느낌 그런 거 없어요. 친구하고 자

기 생각 쉽게 얘기하고 선생님하고 잘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

하다고 생각해요. 토픽시험이라서 제 생각이 그런 거 같아요. 옛날에 

케임브리지 시험 봤을 때 높은 급 받아 자신감 생겼지만 토픽은 그런 

거 없어요. 토픽은 믿을 만한 시험 아니니까…….  

    -피면담자 0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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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TOPIK이라고 하면 ‘어렵다, 쓰기, 어휘와 문법, 시간, 

긴장’ 등의 단어가 떠오른다고 하였다. 특히 ‘쓰기’ 영역의 난이도에 

한 부담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수험자가 많았고 운이 좋고 시

험 기술이나 요령이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수험자도 있었다.

 

쓰기, 그리고 시간. 긴장, 학원……. 쓰기 너무 어려워요.      

-피면담자 03F-

토픽은 프랙티스, 연습 필요해요. 토픽 시험 볼 때 특별한 스킬 있어야 

해요. 시험 기술 있으면 점수 잘 받아요. 그거 토익이랑 똑같아요. 평

소 한국어 실력이랑 상관없어요. 시험에 운이 있어야죠. 시험의 난이

도? 그거 중요해요. 쓰기 중요해요. 토픽 볼 때 쓰기 쉬우면 잘 받아

요. 쓰기 어려우면 점수 나빠요.   

 -피면담자 06F-

셋째, TOPIK이 한국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묻

는 질문에 해서는 한국어 학습과 연관성이 적다는 답이 많았다. 

그들은 TOPIK을 준비한 경험이 한국어 구사력과 연결되지 않는다

고 하면서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국어 공부

를 따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TOPIK에 말하기가 포함되지 않

아서 자신의 말하기 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 

많았다.

저에게 외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말하기예요. 그래서 제가 

토픽에 바라는 점이 한국어 말하기를 잘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토픽 

시험에서 듣기, 쓰기, 읽기 시험만 있으니까 책으로만 공부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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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토픽 시험에서 말하기 시험이 있다면 우리는 책으로만 공부하지 

않고 직접 한국어로 이야기 연습을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면담자 17F-

IV. 한국어 평가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실천 과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

험은 ‘TOPIK'과 동일시되고 있는 듯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KLAT

나 한글학회가 개발한 KLT 등도 있으나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

다. 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 를 목적으로” 하는 시험

으로, 애초의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한국교육과정평

가원을 거쳐 2011년부터는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고 있다5). 

5)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는 TOPIK의 활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있는데 

점수의 사용처가 얼마나 다양한지 한눈에 알 수 있다.

   (1)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진학 및 학사관리

   (2) 외국인 및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동포의 국내 학 및 학원 입학

   (3) 한국기업체 취업희망자의 취업비자 획득 및 선발, 인사기준

   (4) 외국인 의사자격자의 국내 면허인정

   (5) 외국인의 한국어교원자격시험(2~3급)응시 자격 취득

   (6) 영주권 취득

   (7)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신청

시험의 활용처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진학 및 학사관리

  - 외국인 및 12년 외국 교육과정이수 재외동포의 국내 학 입학 및 학원 입학

  - 한국 기업체 취업 희망자의 취업비자 획득 및 선발, 인사 기준

  - 외국인 의사 자격자의 국내 면허 인정

  - 외국인의 한국어교원자격시험(2~3급) 응시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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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TOPIK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다형 문항은 측정하려는 

특정 상은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있으나 진정한 한국어 사용 능

력이나 말하기, 쓰기 등의 표현 능력은 제 로 평가할 수 없기에 타

당도가 낮다고 비판받아 왔다.(이상린, 2012; 지현숙, 2012a, 2012b 

등) 즉, 언어연수생 ‧ 유학생 ‧ 취업희망자 · 결혼이주민 ‧ 교포 등

을 하나의 시험으로 평가하려는 데서 파생되는 점수 해석의 오류, 

말하기 영역의 부재로 인한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 평가의 실패, 언

어 숙련도 기술의 모호성과 혼재 등이 TOPIK의 문제점으로 지적되

었고 본고의 면담에서도 유사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TOPIK이 

막중한 평가도구로서 중시해야 할 ‘타당도’보다는 ‘실용도’나 ‘신뢰

도’를 더 우선하였기에 수험자들의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정당한 듯

하다. 이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현장에도 영향을 미쳐 언어 지식과 

사용 능력을 균형 있게 안배하여 가르치기 보다는 ‘토픽 비반’, ‘문

법 강화 수업’, ‘쓰기 점수를 높이기 위한 답안작성교육’ 등으로 피폐

해지고 있다. 이러한 파행적 교수-학습은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사

용 능력이나 기능 수행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구어 숙련도가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게(지현숙, 2011: 404)” 되

었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 관한 담론을 분석한 내용을 토 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가 애초에 설정

한 연구 목적은 한국어 능력 시험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논제를 비

판적 언어 평가관에 의거하여 분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결론에서 

제안될 실천 과제는 다소 ‘거시적’인 경향을 띨 듯하다. 그럼에도 이

  - 영주권 취득

  - 결혼이민자 비자 발급 신청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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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거시적 제안이 ‘실천 과제’로 불릴 수 있는 까닭은 본고의 연구 

내용이 한국어 평가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고 한국어 교수-학습의 

상 적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한국어 평가 분야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과제가 설정되고 실천되어

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TOPIK 수험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

생에 관한 정책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

르면 2016년 상반기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04,262명이고 학 혹은 

학원 학위과정에 속한 학생은 63,104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신

문에 보도된 로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

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유

학생의 최소 한국어 능력을 입학 시 기준 TOPIK 2급으로 낮추었는

데 이는 학에서 학업을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본고 

2장과 3장의 담론 분석에서도 파악되었듯이 양적 팽창 위주의 외국

인 유학생 유치정책은 이미 실패하였다고 보이기에 전면적인 재검

토와 책 마련이 필요하다. 유학생의 입학에 필요한 한국어 자격기

준은 학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절되어야 하며 굳이 교육부 

주도의 시험 하나로 통제될 필요성도 크지 않다. 유학생의 한국어 

기준은 각 학이 처한 현실적 맥락에 맞게 자율화되어야 하며 전

공의 특수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개선책을 통해 전공 교육의 질적 저하를 다소나마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본의 아니게 침해받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학습권

도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험 점수의 용도에 부합하는 평가도구가 만들어지고 시행

되어야 한다. 시험 점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구분해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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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단계에서부터 그 접근법이 달라져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 

원론적인 평가 접근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TOPIK 수험자들의 

타당성에 한 문제 제기나 점수 사용에 한 불만과 불신 등이 본

고의 면담에서 표출되었다고 보인다. EPS-TOPIK과 같은 노동인력 

선발을 위한 시험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 또한, 

학위과정생 선발시험과 어학연수생의 숙련도시험을 엄격히 구분해

서 별도의 시험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현행 결혼이주민

을 상으로 한 국적 획득용 한국어 시험은 폐지하는 것이 윤리적

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본고가 분석한 면담 내용은 TOPIK을 경험한 소수자의 인식을 다

룬 경험지라 볼 수 있다. 인식은 본디 주관적이며 정보가 기억에 저

장되기 전에 걸러내는 것도 포함하므로 “선택적인 의식의 형태를 

빚어내기도 한다.”(Brown, 2004: 211) 따라서 연구자가 면담에서 얻

은 내용이 수험자 스스로가 TOPIK에 해 날카롭고 논리정연한 문

제의식과 인식을 온전하게 반영한 것이라 보기 힘들 수도 있다. 하

지만 TOPIK을 보는 수험자는 이 시험을 사용하는 여타의 이해관련

자들에 비해 상 적인 약자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TOPIK 

수험자에 한 권리 회복과 배려의 안을 마련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다면 “언어 평가의 책무성”(Norton, 1997)을 다하는 길에 기여하

게 될 것이다.

셋째, 한국어 평가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투

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제에 해서 “해마다 TOPIK 개선이나 

말하기 영역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들이 있어 왔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해결되고 있지 못하며 타당한 평가는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TOPIK을 설계하고 출제하는 

연구진의 절 다수가 부족하고 평가 전공자나 전문가가 소외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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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하는 데에 기인하며 평가 연구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공

개하지 않는 폐쇄성”에 기인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 (지현숙, 2012b: 

599) 한국어 평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가 전문가를 

양성하고 훈련하기 위한 집중 연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이를 체

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원 수준에서 평가

와 관련한 전공 강의가 짜임새 있고 심도 있게 이루어져서 기본기

를 갖춘 평가 연구자들이 배출되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는 해결책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긴 호흡으로 한국어 평가의 전문화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실천적 노력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제안된 

내용을 그림으로 요약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한국어 평가 개선을 위한 과제

본고는 실증주의적 평가 접근법에 따른 문항 개발의 전통을 오랫

동안 답습하고 있는 TOPIK에 해 문제 제기하면서 수험자에게 관

심을 기울이고, 묻고, 그들의 정서와 감정을 이해하려는 시도의 하

나이다. 이제 외국인 상 한국어 시험이 노정한 문제점들을 극복하

기 위한 세부적인 실천 방안들을 강구하고 다양한 한국어 능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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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의 체제 안에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논의로 

연계하는 작업 등이 본 연구가 생산성을 가지기 위한 이후의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언론은 TOPIK 응시자의 양적 증가에만 관심을 

쏟고 있고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하고 경험한 한국어 학습자의 불

신과 부정적 감정은 크기만 한데, 너무 늦지 않게 실천 과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추

후 연구를 고 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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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 능력 시험에 관한 신문과 수험자의 담론 분석

지 숙

본 연구의 목 은 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상의 한국어 능력 시험이 어

떠한 사회  논제를 안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해 한국의 일간지 신문 5종을 상으로 외국인의 한국

어 능력을 평가하기 한 시험에 해 한국사회 안에서 어떠한 담론들이 이루어

져 왔는지를 분석하 다.  TOPIK 수험자 17명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시험에 

한 인식, 태도, 감정, TOPIK과 한국어 학습과의 연 성 등을 살펴보았다. 

신문 기사를 분석한 결과 부분의 일간지 신문들은 ‘한류→한국어 학습자의 

증가→한국어 시험 응시생 증’으로 연결시키고 있었다. 한 ‘사상 최 , 열풍, 

역  최다’ 와 같은 표 을 신문마다 반복 으로 사용하면서 TOPIK 응시자수의 

증가가 역사 으로 놀랄 만한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일부 신문은 아시아권 

한국어 학습자가 경제 인 이유로 TOPIK에 응시하는 경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거나 정부나 교육기 의 유학생 리 소홀을 우려하는 시선을 나타내었다.  

TOPIK 수험자들은 한국 문화권으로 더 잘 응하고 자기 만족감을 얻기 

한 ‘통합  동기’가 강하 다. 그들에게 TOPIK은 한국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시험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TOPIK 수는 장학 이나 생활비 지원 

혜택을 받게 해주는 수단이며 한국에서 살아가기 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인식되고 있었다. 수험자들은 TOPIK을 ‘시험을 한 시험’으로 생각하고 있

었고, 말하기 시험이 없으므로 진정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고 비 하

다. 그들은 TOPIK을 비한 경험이 한국어 구사력과 연계되지 않는다고 하면

서 실제 인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기 해서는 별도의 한국어 공부가 필요하다

고 하 다.

본고는 결론으로 한국어 평가 분야의 문제 을 극복하기 해 다음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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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유학생 유치 정책의 면 인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TOPIK 하나로 유학생 선발, 노동 비자 발 , 국  취득, 한국어 숙련도 측정 모

두를 할 것이 아니라 시험 수의 사용 목 에 부합하는 각각의 한국어 시험이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한국어 평가 문가를 양성하기 한 집  연수 로그

램이나 학원 차원의 공 교육에 더 많은 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서 한국어 

시험의 문화를 한 실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주제어] 비  언어평가,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토픽 수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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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newspaper articles about Korean 

language test and its test-takers’ discourses

Jee, Hyun-suk

The present research examines what social issues current Korean 

proficiency test could bring forward; and, as a consequence, proposes a 

direction for the test’s improvement. The articles about “Korean Language 

Test” and “TOPIK fever” in the five major Korean newspapers have been 

examined; and what discourses have been made in Korean society in concern 

of the test are studied. Also, 17 TOPIK test-takers were interviewed to elicit 

their understanding, attitude, feeling about the tes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OPIK and actual Korean learning. 

According to the newspaper articles, they, in general, see Korean Wave 

has increased the number of Korean learners to increase also the number of 

the TOPIK test-takers. They repeatedly use phrases such as ‘the greatest in 

history, fever, the biggest number in history’ highlighting that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the TOPIK test-takers is historic. Some articles point out that 

the Asian Korean-learners tend to take the test due to economic causes and 

that the host institutions of the internationals students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universities have been maintaining them improperly. 

The TOPIK test-takers say that they take the test with an integral 

motivation, adapting to Korean culture better and gaining their self-esteem. 

TOPIK is regarded as an “only” test to identify their Korean language 

competency. Also it is regarded as a mean to get scholarship or financial 

support, a role of gate-keeping of living on in Korea. They think cri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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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OPIK is ‘a test for test’, not ‘a real test for Korean language 

competency’ since it does not have a speaking test. They also claim that 

preparing for TOPIK has got nothing to do with their improving Korean 

ability.

The present research, as a conclusion, suggests what follows to correct the 

problems in the Korean assessment. First, the international students 

attracting policy needs sweeping reconsideration and improvement. Second, 

TOPIK is not to be taken as a test covering all parts such as international 

students’ testing, issuing working visa, acquiring citizenship, and measuring 

Korean proficiency; individual tests must be made for different purposes. 

Third, intensive training programs or specific graduate schools for the Korean 

assessors need more practical interest and investment to make the Korean 

assessment specialized much more.  

[Key words] critical assessment view, Korean language tests, TOPIK, 

test-takers of TOPI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