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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베트남에서 그동안 한국어 쓰기 교육은 주로 문형의 활용 차원에서 문법의 

정확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다양한 장르 중에서도 특히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주장하는 글 쓰기

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베트남에

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의 현황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베

트남 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을 분석하고 쓰기 교육 방안을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베트남 인 학습자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서술형 문항 답안

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베트남 어권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 특성

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주장하는 글 쓰기 교수․학습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한 후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I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대상,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는 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어 쓰기 교육,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 쓰기 평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최근에 장르 중심 쓰

기 교육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학습자의 언어권에 따른 연구들도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나

의 글 유형을 다루는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Ⅱ장에서는 먼저 주장하는 글의 특성을 주장하는 글의 위상과 개념, 내용과 

형식, 사회적 맥락의 세 측면에서 논의 기반으로 주장하는 글의 분석 요소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주장하는 글 쓰기의 원리를 통해 글쓰기 교육 내용을 구성

하고자 하였다. 또한 베트남 인을 위한 한국어 쓰기 교육 현황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위해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 중 쓰기 교육에 관련된 교육 

과정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쓰기 교사와의 면담과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의 이론적 전제를 토대로, 한국어능력시험 제28, 30, 

32, 34회 기출문제 중 베트남 인 학습자가 생성한 작문 자료를 글의 구성 요소 

및 글의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그 특징을 밝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고급 쓰기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채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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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폈다. 이를 토대로 주장하는 글의 분석틀을 마련하여 베트남 인 학습자

들의 글쓰기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베트남

에서 주장하는 글을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모어로 글을 쓰는 방식이 한국어 쓰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베트남 인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 마

련의 기초 자료가 됨과 동시에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장하는 글의 평가 요소로 글의 내용, 형식, 사회적 맥락을 설정하였으며, 

각 요소의 하위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내용 측면에서는 논제 파악, 

주장, 근거를, 형식 측면에서는 텍스트 구조와 언어 사용을, 사회적 맥락 측면

에서는 독자 설정과 필자 의도를 각각의 하위 요소로 설정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는 글의 구성 요소와 글의 수준으로 세분화해서 글쓰기 영향 요인

과 함께 논의하였다. 

Ⅳ장에서는 베트남 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을 설계하기 위해 교수·학습 원리로 과정 중시의 원리, 상호 작용 강화의 

원리, 비계 설정의 원리에 따른 한국어 쓰기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쓰기 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베트남 

인 고급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과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베트남 인 고급 

학습자들의 글 쓰기 텍스트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구체적인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베트남 인 고급 한국

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주장하는 글 쓰기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요어 :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 주장하는 글,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 한

국어 쓰기 교육, 한국어 교육, 한국어능력시험

학  번 : 2010-3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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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쓰기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 글의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

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방식도 배우게 된다. 고차원적인 사고의 과정을 글로 표현해내야 하는 쓰기는 

고등교육을 받은 언어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이다.  

외국어 교육에서 요구하는 쓰기 능력 또한 단순히 어휘와 문장 차원이 아니

다. 학습자는 목표어로 문단을 구성하고 문단 이상의 텍스트를 논리적으로 생

산해 낼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한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목표어의 언어적 지식뿐만 아니라 해당 담화 공동

체에서 요구하는 글의 장르적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한국어와 통사적, 형태적, 의미적 차이가 있는 베트남어를 모어로 하는 베트남 

인 학습자에게 쓰기는 매우 어려운 영역이다. 베트남 인들이 한국어 쓰기를 

어려워하는 원인으로 쓰기가 언어의 학습 과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능

이라는 점과,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이 말하기와 듣기에 집중되어, 한국어 쓰기

에 충분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장하

는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의 최종 단계의 목표가 될 수 있

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한국인들도 대부분 글 쓰기를 어려워할 정도

로 자신의 생각을 타인이 이해하기 쉽게 글로 담아내고자 할 때 요구되는 사

항들은 적지 않다. 

하머(Harmer J.,1998: 79)는 외국어 교육에서 쓰기 교육의 중요성에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이유를 언급한 바 있다. 첫째, 쓰기는 언어 습득을 강

화(reinforcement)하는 역할을 한다. 학습자는 실제로 학습한 언어를 사용하

여 문장을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 시각적으로 자신의 언어 구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쓰기는 언어 발달(language development)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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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한다. 글을 쓰는 과정에 내용을 적절하게 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

는 정신 활동을 통한 학습 경험이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셋째, 학

습자에게 한 가지의 유용한 학습 스타일(learning style)의 역할을 한다. 학습

자가 목표 언어를 받아들이는 학습 방식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는데, 쓰기는 조금 느린 방식으로 숙고(熟考)의 과정을 거친 후 언어를 생성하

는 것을 선호하는 학습 방식을 가진 학습자에게 적절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

다. 마지막으로, 쓰기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쓰기는 말하기, 듣기, 읽기와 마찬

가지로 언어 교육에서 필수적인 기본 언어 기능(skill)이기 때문이다.  

외국어 학습자들이 쓰기를 통해 시간이나 지면의 제한과 같은 한정적인 조

건에서 독자에게 설득력 있는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과제를 해결함으로 

자기의 생각을 조직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따라서 고급 수준의 외국어 능력

을 갖추기 위해서는 쓰기 영역에 대한 교육은 필수불가결하다. 언어의 기능 

중 쓰기 활동은 정확한 문장, 어휘,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상

황, 맥락, 독자 요소를 잘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까

지 다양한 수준에서의 인지적 능력이 요구된다. 

베트남에서의 한국어교육1)은 주로 정규 대학의 한국학과나 한국어학과를 통

하여 이루어져 왔다.  또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학습 동기가 높다. 특히 오늘날에는 한국과 베트

남의 수교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양국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졌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도 더욱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어능력시

험 응시자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 그 중에 고급 시험

에 응시자의 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증가하였다. 

고급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한국어 능력을 영역별로 평가하는데, 그 중 쓰

기 영역은 서술형 문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고급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로

는 최근 20회차(25~37회) 동안 ‘주장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왔다. 

1) 베트남 학에서의 한국어교육은 한국학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1993년, 1994년에 하노

이와 호 민 국립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5년 3월 10일에는 베트

남에서 최 로 호 민 국립 학교 인문사회과학 학의 한국학과가 한국학부로 승격되어 

한국학부의 한 공으로 한국어 교육과가 새로 설치되었다.

2) TOPIK 시험을 주 하는 국립국제교육원의 통계에 의하면 제28회 고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의 수는 86명인데 이에 비해 제32회는 453명으로 2.4배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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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주장하는 글’을 중요한 

장르로 보고 있음을 방증한다. 

주장하는 글은 독자의 동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설득적 글로, 주장하는 

글을 쓸 때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신의 견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한

다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베트남 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

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68.4%가 주장하는 글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고 응답하였다.3) 이와 대조적으로 베트남 현지에서는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

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도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

서 베트남 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의 내용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실제 베트남 인 고급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 쓰기 양상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베트남 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을 분석하여 그들의 

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특성을 밝히고, 현재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 

실태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주장하는 글 쓰기 교수·학습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베트남 인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 쓰기 양상을 보기 위

하여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작성한 베트남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을 수집하고 분

석하여 문제점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베트남 인 고급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교수·학습 방안과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다.

현재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 교육 매체는 통합형 

교재로 쓰기는 문법을 학습하고 평가하기 위한 부차적인 영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쓰기가 문법을 위한 형식적 교육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잘 

보여준다. 또한 한국어 쓰기 교육 과정에서 모어의 간섭으로 온전한 한국어 

쓰기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

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에서 주장하는 글 쓰기 지도

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베트남 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에 나타난 문제점과 특

3) 2014년 9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베트남에서의 5개 학교 고  학습자 163명을 상으

로 한국어 쓰기 학습 경험, 쓰기 학습 황, 쓰기 학습 요구 분석, 주장하는 에 한 

인식 등에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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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무엇인가?

셋째, 베트남 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주장하는 글 쓰기 지도의 내용

과 방법을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가?

2.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는 베트남 인 고급 학습자들의 주장하는 글에 나타난 양상을 파악하

고, 이에 대한 영향 요인을 고려하여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절에서는 선행 연구를 크게 한국어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 쓰기 평가 기준에 관

한 연구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1) 한국어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는 한국어 교육의 초기에 다른 영역의 연구에 비해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포 2세의 언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

한 쓰기 교육의 방법이 백봉자(1987)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2000년 전후로 연구의 양과 범위가 급속히 증가하며 쓰기 영역이 많은 학자

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고, 언어권별 학습자의 한국어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도 서서히 진행되었다. 싯티니 탐마차이(2001)는 태국인 학습자가 생성한 

텍스트의 오류를 분석하고 이를 학습 대상어 인지 오류와 모국어 간섭 오류로 

분류하여 쓰기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괵셀 튀르쾨쥐(2004)는 터키 어와 한

국어를 대조하고, 터키 인 학습자가 생성한 한국어 텍스트의 오류를 분석하여 

터키 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쓰기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응웬 티 후옹 센(2006)은 베트남 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오류를 언어 내․ 언어 간, 단어 ․ 문장 ․ 텍스트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별 언어권의 학습자를 위한 쓰기 교육은 한

국어 쓰기 학습에 미치는 모어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을 통해 쓰

기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더욱 활발히 연구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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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이다.

한편 해외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된 2000년대에 들어 한국어 쓰기 교육이 

본격화되었으며, 특수 목적 한국어 쓰기에 관한 연구 결과 또한 점점 늘어났

다. 특히 한국으로 찾아온 유학생이 급증하기 시작함에 따라 학문 목적 한국

어 학습자의 쓰기 교육 문제를 다룬 연구가 뒤따랐다. 이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이 고급 수준의 한국어 쓰기 영역임을 보여준 

것이다. 

이와 같이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쓰기 교육에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어 왔다. 그 중에 내용 지식을 활

용한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김정숙(2009), 최은지(2009)등이 있다. 그리

고 이해영(2007)은 장르 분석을 활용하여 학문 목적 텍스트의 특성을 분석하

였다. 이 연구는 장르적 접근을 통한 학문 목적 한국어 텍스트의 특성을 밝혔

는데, 구어에서 각종의 발표와 문어에서 보고서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쓰기 행위가 필자와 독자의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필자는 자신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독자가 이해하는 방식을 따르고 독자가 속한 담화 공동체의 특징을 

알아야 글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사회적으로 인지

된 언어 사용에 관한 방식(Johns, Ann M., et al., 2006: 237), 장르(genre)라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한국어 담화 공동체가 생산하는 글의 장르가 무엇인

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에 도움이 될 것

이다.

한편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는 쓰기 행위 또는 쓰기 교육을 구성하는 요소 

중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진대연

(2006)과 이수미(2010)를 들 수 있다. 먼저 진대연(2006)에서는 한국어 학습

자의 쓰기 능력 발달 과정을 기술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텍스트를 내용, 조직, 

문법, 어휘, 표기 범주로 살펴보고, 이를 수준별, 언어권별로 나누어 분석하였

다. 이수미(2010)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생산한 자기 표현적 텍스트를 언어 

형태, 내용․의미, 사용 맥락이란 세 가지 틀에 따라 분석하여 텍스트성이 잘 

구현되지 않는 양상을 밝히고 이에 대한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 

장르 기반 관점으로 쓰기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들도 있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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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결과 중심 쓰기 교육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다. 박주영(2012)은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로,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을 정확히 알게 하여 설

명문을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장르 중심의 쓰기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빅토르 남(Victor Nam, 2013)은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쓰기 교육과정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기초로 현지의 상

황에 맞는 한국어 쓰기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정책과 학습자의 수준별로 초·중·고급의  쓰기 

교수 ․ 학습 내용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목적에 따른 글쓰기에 관한 연구도 나타났다. 송은실(2013)은 중급 한

국어 학습자의 생활문 쓰기 양상을 맥락 차원, 텍스트 구조 차원, 어휘 문법 

차원으로 나누어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고, 면담을 통해 글쓰기 오류의 원인

을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생활문 쓰기의 여러 가지 양상 및 영향 요인을 분

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는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쓰기 

교육 연구는 아직 그 깊이와 다양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더불어 특정

한 언어권을 중심으로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 ‘외국인’이라는 명칭 하에 연구된 결

과는 일반화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모국어의 영향, 자국의 문화 

등 한국어 쓰기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2)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 

설득 행위는 송 ․ 수신자, 매체, 상황 중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주장

하기, 설득하기, 논증하기 등 다양한 용어로 명명된다. 관련 연구를 검토한 결

과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 주장하는 글의 장르 특성 자체를 다룬 논의는 드물

었으며, 주로 논증 도식, 논증 표지, 논증 구조 등 텍스트의 구조적 측면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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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요소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논증 행위에 대한 종합적 접근의 

대표적 논의로는 민병곤(2001, 2003, 2004)이 있다. 민병곤(2004)에서는 6, 

8, 10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논증 담화, 논증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언어 구조적 양상, 인지적 절차, 사회 ․ 문화적 배경 등 

‘논증 행위’의 여러 국면을 구어적, 문어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밝혔다. 이 연

구에서는 언어적 제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자원인 ‘논증 표지’를 논증의 요

소와 구조, 논증 유형, 논증적 상호 작용 양상으로 나누었다. 또한 논증 요소

와 관련해 ‘입장 및 논박 표지’, ‘접속 부사’, ‘서술어’를 제시하였고, ‘상호작용

적 관점’에서 독자를 고려한 논증 표지로 ‘대명사, 명령형/청유형/의문형 등 서

술어의 종결 방식, 겸양 표현, 감정 조절 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초등 국어교육 연구에서 양인영(2008)은 초등 교과서에 실린 50편의 논증

적 텍스트를 대상으로 텍스트의 구성요소인 ‘상황, 문제, 해결, 평가’를 ‘텍스

트 구조의 표지(markers of text structure)’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텍스트 구조를 드러내는 표지의 개념에 대하여 그 자체가 사고 내용의 

구성 성분은 아니지만 사고 내용의 입체적인 구조를 알려주는 언어 정보를 담

은 언어 요소로 정의하였으며, 텍스트 구조와 관련지어 다양한 언어 표지를 

제시하는 것을 통해 텍스트의 거시 구조와 미시적 언어 표현을 관련지어 설명

하였다.

텍스트 구조 외에 문법 지식과 장르 지식을 통합한 논의에는 김보미(2009)

가 있다. 중학생의 설득하는 글에 나타난 문법 표현을 장르 지식과 관련지어 

접속 표현, 지시 표현, 종결 어미로 나누어 제시한 이 논의는 중학생 필자가 

독자에게 가까운 ‘그’ 계열의 지시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

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첨가 ․ 보충 ․ 나열의 접속 부사, 접속 어미를 사

용하는 등의 미숙한 필자의 특징을 자주 드러내고,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명제 

내용에 대한 생산자의 의도를 드러낸다는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 이 논의는 

주장하는 글에 드러난 문법 표현의 사용 양상과 필자의 표현 의도를 관련지어 

분석했다는 점에서 문법 통합의 쓰기 교육을 추구하는 본고의 관점과 유사하다.

남주혜(2011)는 외국인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논설문의 갈래적 특성을 파

악하였다. 이와 함께 텍스트의 구조를 최상위 구조에서 3단 구성과 단락 간 

응집성, 거시 구조에서 논증 도식의 활용 양상, 미시 구조에서 문법, 어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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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준거로 텍스트와 교재를 분석하고, 학문 목적 쓰기 교재의 논설문 단원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장르 중심 교수 ․ 학습 모형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 밖에 장르 지식과 관련해서 이은혜(2011)는 외국인 중급 학습자들의 설

명문과 논설문의 장르 인식 양상을 ‘의사소통 목적에 관한 지식’, ‘필자와 독자

의 관계에 관한 지식’, ‘구조ㆍ형식적 지식’, ‘주제ㆍ내용적 지식’, ‘수사적 지

식’의 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장르 지식’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신현진

(2014)은 텍스트 갈래에 대한 지식 학습이 글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

심으로 주장하는 글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실제 학습자의 글을 평가한 후 

텍스트 갈래에 대한 지식이 글 쓰기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입증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의 결과가 수업의 형식으로만 제시되

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주장하는 글과 관련된 연구는 학문적 

담론에서 속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읽기와 쓰기를 연계한 방법론적 논의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쓰기 영역에서는 텍스트의 구조적 측면에서 논증 

도식, 논증 구조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의 

형식과 내용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문화를 탐구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장르 분석 연구는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위 논문, 

설명문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텍스트 구조의 결속성을 중심으로 다

루어졌다. 그러나 장르 중심 쓰기 교육은 텍스트 구조와 장르의 특성, 문체적

인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정 장르에 대한 내용 구성, 

언어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이미혜, 2010: 482). 따라서 

본고에서는 베트남 인 학습자의 특질을 고려하여 ‘주장하는 글’의 장르 지식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주장하는 글’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방안

을 구축하고자 한다.

 3) 쓰기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주장하는 글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쓰기 평가 기준에 관

한 연구들을 검토해 보았다. 여기에는 김정자(1992), 원진숙(1995), 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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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김미영(2004), 김진경(2005), 서수현(2003, 2008), 박현동(2009) 등

이 있다. 

먼저 김정자(1992)는 교육과정과 기존의 평가 기준을 기초로 하여 글을 구

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글쓰기 목적에 따라 골라 설명하고, 해당 요소를 중

심으로 쓰기 평가 기준을 설정하였다.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으로 설득적인 

글, 설명적인 글, 표출적인 글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의 평가 기준으로 ‘내용, 조직, 표현’을 주요 평가 범주로 설정한 후 각각의 

핵심 요소를 설정하였다. 

원진숙(1995)은 논술문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과 평가 기준 설정에 대한 문

제를 의사소통적 상호작용 모델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또한 문제 해결 분석 

방법과 언표내적, 상호작용적 분석 방법을 통해 논술 텍스트의 구조를 ‘문제-

해결’ 구조로 파악하였으며 논술 텍스트의 경우 결속성 원리로 구성되어야 하

다고 보았다. 이를 교육하기 위해 실제 학습자들의 논술 자료를 분석하여 결

속성의 저해 요인 찾아보고,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술 평가의 기준 시안

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고안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논술 교육 내용과 구체

적인 지도 방안을 상호작용적 논술 지도 프로그램의 틀로 제시하였다.

최종수(1999)는 논술과 논설문을 같은 의미로 간주하면서 쓰기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활동을 제시하였다. 또한 논술의 성격을 규명하고, 논설문의 논리

를 이루는 몇몇 구성 요소를 설명하였다. 논설문 쓰기 과정과 국내외 논술 평

가 기준을 비교하고, 관련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단원을 대상으로 논설문 평

가의 실제를 살펴보았다.

김미영(2004)은 먼저 논술을 국어과 쓰기 영역의 하위 범주로 보고 학자들 

간 논술의 정의가 일치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논술의 개념과 성격

을 규명하고, 국내외 논술 평가 기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논술

문 평가에서 평가자 간 신뢰도 향상을 위해 평가자 협의회의 효과를 검증하였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김진경(2005)은 현행 논술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 논술 능력의 구체적인 구

성 요소를 분석하였다. 논술 능력으로는 범교과적 지식 관련 능력, 자료를 분

석해 낼 수 있는 가치 평가 능력,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 표현 능력을 제시하

였으며, 실제 대입 논술고사에 출제된 문제들과 평가 기준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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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현(2008)은 쓰기 이론과 측정 ․ 평가 이론을 보완하여 쓰기 평가 준거를 

설정하는 것을 목적한 연구이다. 평가 준거 설정의 구성 요인으로는 글의 내용, 

글의 조직, 글의 표현을 제시하였으며 글의 목적에 따라 글의 유형을 설득적 

쓰기, 정보 전달적 쓰기, 정서 표현적 쓰기, 친교적 쓰기로 나누고 각각의 평가 

준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독자를 평가의 독립적인 기준으로 설

정한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표현의 측면에서 기존에 강조되었던 정확성의 개

념보다는 적절성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박현동(2009)은 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논

술과 논술 평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논술형 평가 방법에 대해 종합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고, 가치관을 정립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며, 창의

성을 개발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논술

의 평가 범주와 평가 요소를 체계화 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용, 사고 과정, 표

현 범주에 따른 ‘논술 평가조언표’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수행평가에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위의 평가 관련 연구들을 통해 주장하는 글과 관련한 평가의 기준을 정리하

자면, 연구자에 따라 하위 평가 요소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일반

적으로 글쓰기 평가 기준은 글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내용, 조직, 표현 영역

으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베트남 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의 특성과 그러한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글쓰기 교육 내용 및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은 베트남 인 

고급 학습자이며 한국어능력시험에 출제된 주장하는 글을 중심으로 고급 한국

어능력 시험 응시자의 답안을 수집하였다. 베트남 전국에서 시행된 제28, 30, 

32, 34회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해서 고급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의 쓰기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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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주 분석 자료로 하였다.

또한, 베트남 대학에서 한국어 혹은 한국학 전공 학습자들의 쓰기 학습의 

현황을 보기 위해 쓰기 교육 과정을 관찰하고 베트남의 세 개 대학교의 3~4

학년 16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3~4학년 학

생들은 정규 대학 과정에서 2~3년 이상 한국어를 학습하였기 때문에 높은 한

국어 숙달도를 보일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어 쓰기 교육 및 

주장하는 글의 쓰기 교육 현황을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주장하는 글에 나

타나는 문제점과 특성에 대한 해석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트남 현장에서 쓰기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베트남 학습자가 모국어로 쓴 작문자료 및 한구에서 대학원생으

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한국어로 쓴 주장하는 글을 살펴보는 작업도 병행

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베트남 인 고급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의 작문 문항에 대한 고급 학습자의 응답지를 수

집하였다. 그리고 질적으로 자료를 분석한 후 베트남 인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 쓰기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크게 문헌 연구, 텍스트 

분석, 설문조사 및 면담을 선택하였다. 

먼저 Ⅱ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서 주장하는 글의 위상, 개념과 특징을 

밝혔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국어로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고, 한국어 교육에서 베트남 인 학습자들이 쓰기의 어떤 점을 어려워하

고 있는지, 주장하는 글을 실제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교육 과정 분

석과 학습자 설문 조사, 교사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Ⅲ장에서는 실제 작문 텍스트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베트남 인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고급 한국어능력

시험의 쓰기 평가 문항에 답한 작문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베트

남 인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의 공통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상위 집단에 비해 

하위 집단이 상대적으로 어떠한 점이 부족한지를 살펴보았다. 주장하는 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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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에 따라 베트남 인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분류하고 

영향 요인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주장하는 글 쓰기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제안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영향 요인과 집단의 수준에 따라 지

식 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그에 따른 수업 절차와 수업 예시를 제시

하였다. 아울러 교육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실제 수업 예시도 함께 제시하였다.

연구 절차는 <표 1-1>과 같이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자료 수집

과 선정 단계이다. ‘주장하는 글’의 분석 자료는 베트남 인 학습자가 작성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작문 답안이다. 먼저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현지에서 학습

자 한국어 쓰기 요구 분석 및 한국어 교육 현황을 파악하였다. 일반적으로 베

트남의 한국어 교육은 크게 한국학 전공과 한국어학 전공으로 나뉜다. 학습자

들의 지역과 전공에 따라 한국어 교육과정은 조금씩 다르며, 학습자의 수준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베트남 인 학습자의 작문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특징을 쓰기에서 파악하기 위해 과제형의 자료보다 

지역의 변인을 제외하고 같은 조건 하에 생산된 자료를 선정하였다. 이 때문

에 베트남 학습자들에게 공통적,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 숙달도 평

가 도구인 한국어능력시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수집된 자

료는 분석 대상에 부합하는 자료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선별 작업

을 거쳤다. 고급 수준에 미치지 못한 너무 짧은 글이나 시험 시간의 제한으로 

쓰다가 중단 된 글을 제외하고, 고급 한국어능력시험의 과제 요구에 걸맞게 

최소한 700자 이상으로 완성된 글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둘째, 자료 분석 단계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채점 기준을 검토하는 차원에

서 사전 평가를 실시한 후, 주장하는 글의 특징에 따라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평가 기준을 글의 내용, 글의 형식, 사회적 맥락’ 세 가지 대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주장하는 글’의 특징을 반영한 세부 평가 요소들을 찾아냈다. 세

부 항목으로는 내용 측면에서 ‘논제 파악’, ‘주장’, ‘근거’가, 글의 형식 측면에

서 ‘전체 구조’ 및 ‘단락 구조’, ‘언어사용’이, 사회적 맥락 측면에서 ‘독자 설

정’ 및 ‘필자 의도’가 있다.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평가자들 간의 협의와 

시범적 평가 과정을 거쳤으며, 분석을 통해 나타나난 주장하는 글의 양상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베트남 인 고급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 쓰기에 어떠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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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요인이 있는지도 함께 탐색하였다.

셋째, 글쓰기 답안 분석에서 추출하게 된 특성을 쓰기 교육에 적용하여 구체

적인 쓰기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다. 분석 방법을 통해 규명된 글의 양상 및 영

향 요인을 근거로 학습자의 글쓰기 수준에 따른 학습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리

고 이러한 쓰기 교육 내용을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 예시도 제시하였다.

순
서

연구 방법 및 연구 
절차 연구 대상 및 자료

Ⅱ
장

사전 조사
문헌 연구

TOPIK 자료 수집
↓

자료 선정 및 통계
↓

TOPIK 시험 쓰기 
평가 기준 검토 

 고급 학습자 대상으로 쓰기 학습 요구 분석  
 한국어 쓰기 교육,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 쓰

기 평가기준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베트남 전국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

급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제28, 30, 32, 
34회)의 작문 자료 1.072편 확보

 자료 선정, 한국어 능력시험 평가기준으로 사
전적 검토

Ⅲ
장

주장하는 글의 구
성 요소에 따른 글 
쓰기 특성 분석
       ↓
베트남 인의 주장
하는 글 쓰기 특성
에 관련 해석

▶ 주장하는 글 쓰기 분석적 평가
  글의 내용측면
  글의 형식
  사회적 맥락  
▶  분석 결과에 따른 베트남 인 학습자들의 주

장하는 글 쓰기 특성 분류
 
▶ 베트남 인 학습자들의 주장하는 글 쓰기에 관

한 시사점 논의
 구성 요소에 따른 교수·학습 
 글쓰기 수준과 영향 요인에 따른 교수·학습
 베트남 인 학습자의 특성에 교려한 교수·학습

Ⅳ 

장

교수·학습 방안 
모색

베트남 인 학습자를 위한 주장하는 글 쓰기의 설
계
 교수·학습 원리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표 Ⅰ-1> 연구 방법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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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의 전제

이 장에서는 먼저 한국어 주장하는 글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

저 한국어 교육에서 주장하는 글의 위상을 살펴보고, 주장하는 글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주장하는 글의 특성으로 글의 내용과 형식, 글의 사회

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한국어 주장하는 글 쓰기의 원리를 고찰하였

는데, 이는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떠한 

전략을 적용해야 효과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마지

막으로 베트남에서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베트남의 한

국어 쓰기 교육 과정 및 쓰기 교재, 쓰기 교수·학습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주장하기 글 쓰기 교육 방안

을 마련하기 위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주장하는 글의 특성

1) 주장하는 글의 위상 및 개념

 (1) 주장하는 글의 위상

먼저, 한국어 고급 수준의 쓰기 능력 평가에서 주장하는 글의 위상을 탐색

해 보고자 하는데 이는 이 연구의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논의할 것이다. 한

국어능력시험에서는 수준별 쓰기 영역 평가 기준을 <표 II-1>과 같이 제시하

고 있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4년까지 실시된 한국어능력시험, 즉 34회까지 

수집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35회 이전의 시험 평가 기준을 살펴보겠다.4)

4) 한국어능력시험은 35회부터 새로운 개편 체제로 시험이 실시되었다. 34회까지는 한국어

능력시험이 , , 고 으로 나 어져 실시되었으나 35회부터는 (듣기, 읽기), 

·고 (듣기, 읽기, 쓰기)으로 나 어 과락없이 수제로 3 부터 6 까지의 한국어능력

을 부여한다. 한 35회부터는 개편 체제에서는 시험 문제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34회까지 실시된 한국어능력시험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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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어능력시험의 중·고급에 도달하기 위

해서는 필수적으로 ‘자신의 견해, 생각을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고급(5급과 6급)에서 쓰기 영역의 평가 기준을 

급 평 가  기 준

1
- 정형화된 표현이나 외운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를 구성할 수 있다.
-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이해하여 간단한 문장이나 대화를 구성할 수 있다.
- 일상적이고 친숙한 소재에 대해 짧은 생활문을 쓸 수 있다.
- 글자 구성 원리를 이해하여 맞춤법에 맞게 글씨를 쓸 수 있다.

2
- 사용빈도가 높은 조사와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대화를 구성할 수 있다.
- 일상적이고 친숙한 소재에 대해 생활문을 쓸 수 있다.
- 간단한 메모, 편지, 안내문등의 실용적인 글을 쓸 수 있다.

3

- 사적이고 친숙한 소재의 글을 유창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다.
- 자신에게 친숙한 사회적 소재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다.
- 설명문의 구조를 이해하여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다.
- 문어와 구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구분할 수 있으며, 문어체 종결형을 사용해 

글을 쓸 수 있다.

4
- 친숙한 사회적․ 추상적 소재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다.
- 일반적인 업무와 관련된 간단한 서류 및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 간단한 감상문, 설명문, 수필 등을 쓸 수 있다.
-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간단한 글을 쓸 수 있다.

5
- 자신과 관련이 적은 사회적․ 추상적 소재에 대해 어느 정도 글을 쓸 수 있다.
- 업무나 학문 등의 전문 분야에서 요구되는 글을 쓸 수 있다.
- 다양한 담화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격식을 사용하여 글을 쓸 수 있다.
- 감상문, 설명문, 수필, 보고서, 논설문 등을 쓰거나 요약할 수 있다.

6
- 자신의 업무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글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쓸 수 있다.
- 한국어 담화 구조의 특징을 이해하여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다.
- 다양한 표현법 중 가장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 사용 할 수 있다.
- 논문, 연설문, 공식적인 문서 등을 쓸 수 있다.

<표 Ⅱ-1>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역 수 별 평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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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초·중급의 친숙한 소재와 달리 업무적, 학문적 글과 같은 추상적인 

소재나 전문적 분야의 소재를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언어 사용에서도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요구하며, 적절한 표현 선택과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요구되는 

보고서, 논설문, 연설문, 공문서와 같은 글쓰기 유형을 고급 수준에서 제시하

고 있다. 주관식 문제의 중요성은 <표 Ⅱ-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Ⅱ-2> 한국어능력시험의 주 식 쓰기 문항 구성

제34회까지 시행된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주관식 문항 4개 중 서술형 문항

은 하나였고 배점은 30점이었다. 서술형 문항의 배점은 주관식 배점의 절반이

며, 쓰기의 총 배점에서 30%를 차지한다. 34회까지의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문제를 보면 중급과 고급을 따로 평가하였는데, 고급 쓰기 문제 구성 중 40%

는 객관식 문제이다. 그리고 주관식 문제 유형 중 3개는 완성형이고 1개는 작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 작문’은 주장하는 글을 쓰는 문항이며 700~800

회차 문항유형 문제 내용 문항수 배점
비율 

(%)

제24~34회 
고급

TOPIK

완성형
제시된 표현을 순서대로 이용해 

문장 만들기 1 10

60문맥에 맞게 이야기 완성하기 2 20

작문형 주장하는 글
(700~800자) 1 30

계 4 60

35 회부터 
중·고급 
TOPIK

완성형 문맥에 맞게 이야기 완성하기 2 20

100작문형
설명하는 글

( 200~300자)
 1 30

주장하는 글
(600~700자) 1 50

계 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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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쓰기를 요구한다.

한편 2014년 7월(제35회)부터 한국어능력시험 체제가 개편되어 중급과 고

급 수준이 같은 내용의 시험에 응시하며, 쓰기 영역은 주관식으로만 평가하고 

있다. 쓰기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1번은 실용문을 읽고 맥락에 

맞는 알맞은 문장을 쓰기(10점), 52번은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글을 읽고, 맥락

에 맞는 문장 쓰기(10점), 53번은 제시하는 내용에 맞게 한 단락 쓰기(30점), 

54번은 주제에 맞는 완성된 글 쓰기로 일반적으로 수험자의 의견이나 주장하

는 글 쓰기(50점)로 전체 쓰기 평가 배점인 100점 중 50%를 차지한다. 이는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평가할 때 무엇보다도 본인이 알고 있는 적절한 어휘와 

표현을 활용하여 요구에 맞는 문장을 작성하고 조직적인 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어능력시험에 출제된 24회부터 37회까지5)의 자유 작문 과제를 정리하면 

<표 Ⅱ-3>과 같다. 

5) 한국어능력시험은 2015년도 제38회 한국어능력시험부터 문제은행의 구축을 하여 시험 

종료 후 기출문제가 제공되지 않는다. 단, 수험생의 편의를 하여 연간 6회 실시하는 

시험  임의로 1회차 분만 기출문제로 제공하며, 해당년도의 모든 시험이 종료된 이후 

공개될 정이다.

회
차 과제 내용 분량

25

여러분은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성공을 이
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단, 아래에 제시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
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
(1)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2)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3) 그 이유는 무엇인가?

700
~800

자 
(30점)

26
대중 매체에서 사건을 보도할 때,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 사건과 관
련된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도 된다는 주장과 개인 정보 공개
는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

<표 Ⅱ-3> 고  한국어능력시험 자유 작문 문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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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십시오. 단, 아래에 제시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 정보 공개와 시청자의 알 권리>
(1) 시청자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중 무엇을 더 우선시해
야 하는가?
(2)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대중 매체의 올바른 보도 자세는 무엇인가?

27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만큼 경쟁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러한 경쟁에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
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단, 아래에 제시한 내용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합니다.
<경쟁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현대 사회에서 경쟁이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경쟁이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
(3) 경쟁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

28

여러분은 무엇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경우에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
십시오. 단, 아래에 제시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선의의 거짓말 >
(1) 선의의 거짓말이란 무엇인가?
(2) 선의의 거짓말은 언제 필요한가?
(3) 선의의 거짓말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29

공동체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
다. 토론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단, 아래에 제시된 내
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토론에 필요한 자세>
(1) 토론은 왜 필요한가?
(2)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3) 상대방과 토론을 할 때에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가?

30

학교에서는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예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교육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
를 서술하십시오. 단, 아래에 제시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예술 교육의 필요성 >
(1) 예술 교육이 왜 필요한가?
(2) 예술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31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의 조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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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단, 아래에 제시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
어야 합니다.
<행복한 삶의 조건>
(1)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2)행복하게 살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32

여러분은 대학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학문을 위한 곳이라고 생
각합니까, 아니면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단, 아래에 제시한 내용이 모두 포
함되어야  합니다.
<대학의 역할>
(1)  대학의 역할은 무엇으라고 생각하는가?
대학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가?

33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십시오. 단, 아래에 제시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
어야 합니다.
<직업 선택의 조건>
(1)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 세 가지는 무엇인가?
(2)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왜 다른 조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34

자연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간을 위해 자연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단, 
아래에 제시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연 보존과 자연 개발 >
(1)자연 보존과 자연 개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2)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2가지 이상 쓰시오.)

35

사람들은 다양한 경제 수준의 삶을 살고 있으며 그러한 삶에 대해 느
끼는 각자의 만족도도 다양하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와 행복 만족도가 
꼭 비례한다고는 할 수 없다. 경제적 여유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경제적 조건과 행복 만족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행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600
～700

자
(50점)

36 우리가 공부나 일을 할 때 동기가 분명히 있어야 더 잘 실행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동기에는 흥미, 만족감, 자부심과 같은 내적 동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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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회부터 34회까지는 서술형 문항의 질문 방식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

시오’였으며, 제35회부터 37회까지는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의 형태로 제시

되었다. 이처럼 서술형 문항에서는 자기의 의견, 견해, 생각을 가지고 본인의 

주장을 쓰게 하려는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학습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글 쓰기의 중

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본고에서 설정하고 있는 주장하는 글은 ‘독자

(글을 읽는 사람)를 설득하기 위하여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

력 있게 자신의 생각을 쓰는 글’이라 할 수 있다. 

(2) 주장하는 글의 개념

우선 ‘주장’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자기의 의

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움 또는 그런 의견이나 주의’, 철학대사전에서는 ‘논

증되어야 할 판단의 논제 또는 주장’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주장하는 글과 비슷한 개념들로 ‘설득하는 글’과 ‘논술

(설)문’이 있다. 워릭(Werlich, 1976)에 따르면 텍스트 유형은 기술문

(description), 서사문(narration), 설명문(exposition), 논설문(argumentation), 

지시문(instruction)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논설문

(argumentation)은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제

시하여 텍스트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동의를 얻어 내는 과정적 특성을 지닌

다. 그리고 이머런(van Eemeren, 1996)에 따르면 논증 행위란 ‘합리적 판단

고 칭찬이나 보상과 같은 외적 동기도 있습니다. ‘동기가 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동기는 일의 시작 단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동기가 일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37

현대 사회는 빠르게 세계화․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특성을 참고하여,‘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 그러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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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앞서 어떤 입장을 정당화(또는 반박)하려는 의도로 일련의 명제들을 제시

함으로써, 논박의 여지가 있는 입장을 청자 또는 독자가 수용할 가능성을 증

대시키는(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적이고 사회적인 추론 행

위’를 말한다(민병곤, 2001: 241-243, 재인용).  즉 논설문은 상대방을 설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쓴 글을 ‘논리’적 

측면을 부각하여 표현한 용어이므로 설득하는 글과 다른 개념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김현미, 2013).

본고의 주장하는 글이란 ‘설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쓴 글이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는 논술과 논증의 글로도 볼 수 있다. 즉, ‘주장하는 글’은 글의 목적

으로 볼 때 ‘친교, 자기표현, 정보전달, 설득’ 중 설득하는 목적에 해당되지만,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설득할 대상 없이 자기의 견해,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

출하는 글로 독자의 동의를 추구하는 글이다. 그래서 본고에서 주장하는 글의 

개념은 ‘논증적 글’과 ‘설득적 글’을 포함한다. 이는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를 체계적으로 펼쳐 독자를 설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주장하는 글에는 글쓴이의 주장은 물론 그 주장을 뒷받

침할 만한 충분하고 분명한 합리적인 근거가 뒤따라야 한다(조효정, 2005:10).

다시 말하자면 주장하는 글은 문제가 되는 상황, 즉 논제를 정확히 파악하

고, 이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글이다. 자신의 생각

을 명료하게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치에 맞게 말해

서 독자도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글이다.

  2)  주장하는 글의 내용과 형식

 (1) 주장하는 글의 내용적 특징

주장하는 글의 내용적 특징은 주로 내용적 요소를 중심으로 도출해 볼 수 

있다. 그 동안 주장하는 글의 내용적 요소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학자

에 따라 내용 요소의 분류와 특성을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제(논제), 주장, 근거, 주장과 근거의 관계(논증)를 제시하고 있

으며 이를<표 II-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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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4> 주장하는 의 내용  특징 (신 진, 2014)

연구자 발표년도  요소 요소의 특성

김정자 1992 주장 선명성
근거 타당성

박영목 2001
주제 명료성, 타당성

논거(근거) 풍부성, 정보의 구체성
기타 사고의 참신성 및 창의성

서수현

2003 주장 명확성, 타당성, 신뢰성, 참신성, 일관성
근거 적설성, 신뢰성, 구체성

2008
주제 주제의 적절성
주장 주장의 타당성
근거 근거의 타당성, 논증의 충분성
기타 독자에 대한 고려, 필자의 가치관 표현

원진숙 1995
주제 선명성
논증 타당성
기타 내용의 통일성, 결론의 적절성, 사고력, 내용의 

풍부성

이재승 2002
주장 주장의 선명성, 주장의 일관성

논거(근거) 논거의 타당성, 근거의 구체성
기타 내용의 정확성, 독창성 맟 참신성, 흥미성

방연숙 2004
주제 선명성
논증 타당성, 충분성
기타 내용의 일관성

김기철 2005
주장 선명성
논증 타당성
기타 내용의 통일성

최혜민 2011 체계성, 일관성, 설득성, 논리성, 타당성

  <표 Ⅱ-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장하는 글의 내용적 특성에

는 주로 ‘주제’, ‘주장’, ‘근거/논거’, ‘논증’ 네 가지의 요소가 포함된다. 주장하

는 글은 텍스트 유형에 따르면 ‘설득적 텍스트’ 또는 ‘논증적 텍스트’에 해당하

며, 의사소통의 기본 수사적 목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필자의 의견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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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독자를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글의 유형

에 속한다. 따라서 주장하는 글은 필자의 의견이나 생각이 읽는 독자로 하여

금 ‘동의’하게 하는 또는 ‘공감’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필자가 문제 상황

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의견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장이 타당하고 적절해야 한다. 또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독자의 동의

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근거로 제시된 정보, 설명, 사례 등이 믿을 만

한 것인지, 누구나 인정할 만한 것인지 또한 내세우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로 적합한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자에게 일차적으로 요구된다(신현진, 

2004). 

주장하는 글의 내용적 특징인 네 가지 요소 중 ‘논증’은 주장과 근거의 관계

로 글을 구성해 나갈 때 주장과 근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또는 어떠한 연

결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논증은 주제, 주장, 근거를 아

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논증의 하위 요소로서 주제, 주

장,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내용적 특징 요소를 

‘주제’, ‘주장’, ‘근거’로 설정하였다. 그렇다면 주제의 특성은 무엇인지를 논의

할 필요가 있다. 

주제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쓰인 것은 1635년 부르게르스디키우스의 『논리

학』에서였다. 그가 사용한 '테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로고스'라고 막연히 표

현한 것에 가까운 의미로, 사상이나 의미의 직접 대상을 지시한다. 그것은 기

호의 일종인데, 관습이나 지적 통찰에 의해 직접 대상을 지시하는 기호로서 

오늘날 말하는 '상징'과 거의 같은 뜻이었다. 그 후 이 말은 수사학에서 문장

표현의 근본을 나타내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음악이나 문학 등에서 널리 사용

되게 되었다(문학비평용어사전: 79). 이러한 관점에서 주제란 이 글에서 말하

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로 집약되며, 다른 관점에서는 필자가 이 글에서 제

시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주장하는 글의 내용을 성공적으

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과제에서 요구하는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

다. 이는 주어진 과제를 전제로 한다면, 주어진 과제에 관한 필자의 생각이나 

견해를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함을 전제한다.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얼마

나 타당하고 분명한지에 따라 독자에 대한 설득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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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장은 주제와 대조하여 논의할 수 있는데, 주제가 글 전체를 분

석 단위로 한다면, 주장은 한 단락을 분석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각각의 단락에서 필자의 주장이 모여 글 전체의 주제로 모아

진다고 볼 수 있다. 주장하는 글에서의  ‘주장’이라는 것은 필자가 독자를 고

려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펼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독자의 공감을 얻어 내고 필자의 의견에 동의

를 구하기 위해서는 근거의 질이 중요하다. 윌리엄스와 콜럼(Williams, J.M. & 

Colomb,G.G 2008: 229)에서 근거의 질을 판단하는 4가지 원칙으로 정확성

(accuracy), 구체성(precision), 대표성(representativeness), 신뢰성(reliability)

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믿을만한 근거(또는 근거보고)로 이유를 떠받친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주요 주장을 떠받친다면 독자들이 받아들이

지 못할 것이다. 주장을 떠받치는 이유는 여러 개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특히 

제한적인 양으로 글을 써야 될 경우 하나의 근거가 가지는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게 된다. 이는 필자에게 근거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전제를 바탕에 두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유형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독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2) 주장하는 글의 형식적 특징 

  ① 구조적 특징

반 다이크 (van Dijk, 1980)의 분류에 따르면 텍스트의 구조는 미시구조

(microstructure), 거시구조(macrostructure), 초구조(super-structure)로 구

분할 수 있다. 미시 구조는 문장 내, 문단 속의 연결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

고, 거시구조는 텍스트의 더 큰 단위에서 성립하는 관계를 보여준다. 텍스트 

연구에서는 미시구조보다 거시구조가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 그 이유는 거시

구조는 텍스트의 총괄적인 의미를 보여주며 거시구조를 통해 텍스트의 주제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구조는 거시구조 분석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텍스트 구조에 대한 도식(schema)이다. 그리고 국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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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용하고 널리 통용되는 개념으로 텍스트는 ‘하나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

진 언어 형식이며 통일되고 완결된 사고 내용을 담고 있으며 문자 언어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김봉순, 2002: 11-32).

 주장하는 글의 전체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서론-본론-결론'

의  3단 구성 방식이다. 서론은 주장하는 글의 도입부로 독자의 주의를 환기

시키고 문제를 제기하며 글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제의 방향, 글을 쓰는 목적 

등을 밝히는 부분이다. 본론은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 활동을 전개해 나가

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펼치면서 주장과 의견을 뒷받

침하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결론은 본론에서 논의한 사항들

을 요약, 정리하는 부분이다. 이때 글 전체 주제가 요약되어 있어야 하며 자신

의 견해를 강조하거나 실천 과제 제시하는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한 편의 주장하는 글은 세부적인 구조를 보았을 때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하거나 독자를 설득하고자 할 때 논증적 방법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이치

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 이 때, 근거와 이유가 정당하다면 독자의 공감을 얻고 

설득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하는 글 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논증이다. 타

당하고 객관적인 사실은 논증을 통해 설득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주장하

는 글은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펴거나 설명하기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여 독자를 설득하

는 것까지 포함한다. 

원진숙(1995)에서는 티커넨-콘디트(Tirkkonen-Condit, 1985)의 텍스트 분

석 방법에 기반하여 논술 텍스트의 구조를 밝히고 논술 텍스트 쓰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티커넨-콘디트의 논증 텍스트는 ‘상황

-문제-해결-평가’의 구조를 이루며 글 쓰기의 과정은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

이 있는 과정이다(민병곤, 2004: 13). 조효정(2006)은 논증적 글처럼 주장하

는 글에도 논증 구조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요충분조건이라 하였다. 따라서 

논증 구조를 고찰해 보는 일은 논증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 쓰기를 할 때 글 

쓰기의 과정과 구성, 효과적인 글 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립하는 데 도

움이 된다. 

본고에서는 주장하는 글을 전체 구조와 단락 구조로 나누어 구조적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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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였다. 왜냐하면 글의 내용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조와 세부적인 

구조, 이들 사이의 단락 구조를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형식과 내용 측면 모두 

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의 전체 구조에서는 글의 완결성에 중점을 두고 3단 구조(서론, 본론, 결

론)로 나누어 주제를 전개하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단락 구조에서는 단락에

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내용의 통일성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본론 부분에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전개하며, 전개 내용에 따라 단락을 균형적으로 구성하고 

각 단락 간의 논리성, 일관성을 이루기 위해서 적절한 접속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락 구조를 통해 거시 구조 차원에서 한 단락 속에 주제를 어떻게 성

립시키고, 논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문장을 어떤 순서로 배열할 것인지를 고

려하게 된다. 

주장하는 글은 비교적 체계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 특히 하나의 주장을 한 

단락에서 기술하게 되면 [문제 상황 제시-해결을 위한 의견(주장) 제시-뒷받

침하는 근거 제시]의 구조를 취해야 한다. 문제 상황에 따라 주장을 제시하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적절하게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한 가

지 문제 상황에 주장과 근거 구조가 뚜렷하면서 유기적으로 잘 조합되어야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구조

적 특성으로 인해 주장하는 글은 다른 종류의 글보다 고도의 체계성과 응집성

이 요구되는 것이다. 글 속의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 각 문장 간 앞뒤의 

배열 순서에 따라 주장하는 글의 설득 목적이 드러난다. 

② 언어 사용적 특징 

주장하는 글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이란 ‘텍스트를 규정하고 의사소통 

목적을 실현하도록 돕는 것’(Hyland, 2004)으로, 텍스트의 응집 방식, 문장 서

법의 종류, 조동사의 사용 여부, 시제의 선택, 단문과 복문의 비율, 명사구의 

사용과 같은 특징적인 문법의 양상, 쓰인 어휘의 선택 등을 말한다(이혜정, 

2013: 34). 

주장하는 글의 목적은 ‘설득’이다. 설득은 논증 방식과 언어 사용의 유형에 

따라 논리적 설득과 수사적 설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언어 유형에 따른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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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차이가 <표 Ⅱ-5>와 같다(강태완 외, 2001: 186).

논리적(logical) 설득 수사적(rhetorical) 설득
논증 과학적 입증 의례적, 관습적 호소 허용
구조 논리적 구조 경험적, 관념적 사고/구조 허용
언어 사실적, 논증적 언어 일시적, 창조적 언어 허용
논거 이성적 논거 심리적 논거 허용

<표 Ⅱ-5> 언어 유형에 따른 논증 방식의 차이 

이에 따르면 수사적인 논리에서는 견해나 주장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표현과 

실행 방법이 중요시된다. 일상에서의 설득은 수사적 설득이 많으며, 청중의 관

습이나 경험, 문화, 가치, 감정 등은 이성적 사고로 간주되어 문화적, 경험적, 

관습적 호소가 허용되며, 사실적 논거 외에 청중의 믿음이나 신념 가치 등을 

바탕으로 논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

주장하는 글의 특성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텍스트 유형에 관한 브링

커(Brinker, 1985)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하나의 주제를 텍

스트 내용으로 전개하려면 기술적, 서사적, 설명적, 논증적인 기본형들이 있다. 

그리고 텍스트의 주제 구조가 어떤 기본형이 지배적인지에 따라 기술(記述)형, 

서사(敍事)형, 설명(說明)형 또는 논증(論證)형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따라

서 실용 텍스트의 주제 구조 특히 관여적인 기본형들로 기술형, 설명형, 논증

형 주제 전개 모형들을 <표 Ⅱ-6>처럼 기술하였다. 이 중에 주장하는 글은  '

논증형' 주제 전개 모형에 해당한다. 



- 28 -

주제 전개 
모형 정의 언어적 특징 텍스트 유형

기술형
하나의 주제가 서술되
어 공간과 시간에 배
열됨

과거 시제, 시간 규정
어, 처소 규정어

뉴스, 보도, 백과사
전 항목, 학술 논문

설명형
특정한 다른 사태들로
부터 어떤 사실은 논
리적으로 설명함

평서문, 인과 관계의 
접속사, 부사, 전치사

고재, 교양 텍스트, 
학술 텍스트 등

논증형 주장이나 결론을 논거
를 통해 증명함

문장들간 종속 접속의 
원리, 연결방식으로 인
과, 조건, 결과,  대조
적인 문장 접속

서평, 판결문, 학술 
논문 등

<표 Ⅱ-6> 텍스트 유형의 분류(Brinker, 1985: 88-102)

주장하는 글은 필자의 의견이나 생각이 중심이 되지만, 독자를 설득하는 목

적으로 글을 조직하고 표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표현 과정이 복잡하다. 독자는 

텍스트에 대해 일차적으로 의사소통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기대하지만, 그 내

용이 상대방을 고려하여 표현되었느냐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으며(Heinemann 

& Viehweger, 1991, 백설자 역, 2001: 345), ‘의사소통 지향적 텍스트’로서

의 기능에 충실했는가라는 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미성(2007)에 따르면 논설문은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목적을 가진 글이다. 

‘설득’을 위해 어떤 결론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는 ‘논증’

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 중 논설문의 문장 표현을 중심으로 ‘설

득’은 ‘논증 표지’와 긴 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혜정(2013)에서는 주장하는 글의 언어적 특징을 일곱 가지로 요약하였다. 

(1) 문장에는 심리동사나 평서적 표현 자주 사용, (2) 단문보다는 복합문이 많

은 경향, (3) 시제는 주로 현재형, (4) 필자의 어조는 대명사를 통해 드러남, 

(5) 다양한 양태 표현 사용, (6) 문장 종결법은 주로 필자의 의견을 표현하는 

평서형이 가장 많지만 명령형, 청유형 문체도 사용, (7) 객관적이고 문어적인 

격식에 맞는 문체의 사용이 그것이다.

주장하는 글과 비슷한 유형에는 의견을 제시하는 글이 있다. 더위안카 



- 29 -

(Derewianka, 1990)에 따르면 의견을 제시하는 글은 어떠한 주제에 대한 자

신의 의견을 밝히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

서 의견 제시 장르의 글은 기본적으로 독자가 필자의 의견이나 주장에 동의, 

공감, 설득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이다. 이를 위해 글의 구성 요소들

이 아주 긴 하게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글의 응집력을 높여주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시간 접속사의 경우 근거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자주 사

용되고, 원인을 설명하는 접속사 또한 주장에 따른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빈

번하게 사용된다(Knapp & Watkins, 2005). 그 외에 의견 제시 장르에서 찾

아볼 수 있는 언어적 요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Board of studies, 

1998).  

 주제와 련된 인물이나 추상 인 상의 일반화

 다양한 동사의 사용 : 행동 (action)동사, 의식 (mental) 동사, 조동사

 의견을 나타내기 한 동사 사용 ( : I think, we believe)

 필요와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사용 ( : should)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주장하는 글에서는 표현 문제가 특히 중요하게 다

루어지며, 다른 글의 종류에 비하여 표현적 특징이 두드러지는 표지가 빈번하

게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장하는 글의 언어 사용 특징

으로 어휘와 표현 선택, 문법 사용, 표지 사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주장

을 하기 위한 표지의 사용이 교육적 의미가 있다 본다. ‘논증 표지’에 대해 민

병곤(2004: 79-85)은 <표 II-7>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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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부 유형 표지의 예시

논증의
요소 및 구
조 관련 표
지

입장 및
논박 표지

가. 접속부사: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니
까, 이런 의견을 종합하면(접속 기능 어구)

나. 주장의 강도를 드러내는 서술어
ㄱ) 단정적 표현: 찬성한다, 반대하다
ㄴ) 완곡 표현: -ㄹ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

라고 본다,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ㄹ 것 
같다. -라는 의 입장일 뿐이다

논거 관련 표지
나의 경험에 따르면, 예를 들어, 그 이유는~ 때문이
다, -는 설험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 근거로 삼을 
만한 이야기가 있다...(논거가 경험인지, 사례인지, 인
과적 추론인지에 따라 표지 선택)

보장 및 가치기
반 관련 표지 만약~다/라면,... ~ㄹ 것이다

담화 구조 개관 
표지

그렇다면....을 알아보자;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둘째, 셋째...; ...., 또 하나의; 마지막으로 

논증 도식 
관련 표지

...에 대한 일상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에 대한 ~을/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전문가 이야기하기를, “....”라고 했다
논증적 상호
작용 관련 
표지

대명사: 나, 우리
양보 표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의문형 표현: ...ㄹ 수는 없을까?, -하지 않을까?
청유형 표현: 알아보도록 하자
명령형 표현: -하라

<표 II-7> 논증 표지 

 이처럼 다양한 표지들을 논증적 글 쓰기에서 활용할 수 있다. 논증적 글을 

쓸 때 표지는 도구적으로 글의 구조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장, 가치 기반, 

보장과 같은 논증 과정에 중요한 요소들을 표현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주장하는 글에서 표지를 어떻게 활용하

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쓰기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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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장하는 글의 사회적 맥락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의 사회적 맥락에는 글을 쓰는 상황과 목적, 독자에 

대한 인식이 포함된다. 쓰기 이론의 흐름에 따라 결과 중심 접근법과 과정 중

심 접근법으로 교육할 경우 글의 사회적 맥락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이은

혜, 2011).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장르 중심 쓰기 접근법은 1980년대 후

반부터 활발히 연구 되었으며 쓰기 맥락을 강조하는 교육을 이끌었다. 

맥락 상호작용적 독자는 글쓰기 목적, 장르와 같은 수사적 상황에 묶여 있

어 수사적 상황과 분리 불가능한 존재이다. 파크는 텍스트 외부에 존재하건 

내부에 존재하건 간에 독자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담화 맥락과 목

정를 형성하는 지식이나 동기를 지칭한 다고 보았다(Park, 1982: 249-251, 

정혜승, 2013: 59 재인용). 그리고 작문을 필자의 의미 구성행위로 볼 때 독

자는 그 과정에 부분적으로 개입하는 사람이 되고,  담화 공동체 안의 텍스트 

생산 행위로 볼 때 독자는 필자와 더불어 텍스트 생산에 참여하는 공저자가 

된다(정혜승, 2013: 60).

주장하는 글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여 독자를 설득하려는 목

적이 있다. 따라서 필자의 의견을 객관화하여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

에 문제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견해나 판단, 평가를 정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한

다. 따라서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는 독자와 상호 작용하고, 사전에 어떤 독자

를 설정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독자를 설정해야 독자의 요구에 따라 

주장할 때 내용을 구성하고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도구적으로 쓰는 언어, 

구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장하는 글의 사회적 맥락 특징은 독자 설정의 문제와 함께 글의 목적에 

따라 필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문장의 종류로도 볼 수 있다. 독자 설정에 따라 

호칭 대명사, 종결어미를 선택하게 되고 필자의 의도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등의 문장 종류도 선택할 수 있다. 이영호(2012: 172)는 로고스를 중

심으로 하는 논증적 글 쓰기는 본질적으로 특정 독자를 뛰어넘는 ‘보편 청중’

에의 이해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보편 청중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보

편 청중이 해당 논제에 흥미를 가질 수는 방법이어야 하며, 둘째, 보편 청중에

게 구체적이고 자세한 서술을 제공해야 하고 셋째, 반론에 대해 고려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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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이렇듯 불특정 다수의 보편 청중을 고려해야 하는 주장하는 글

은 공식적, 격식적인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장하는 글 쓰기의 원리

 1) 주장하는 글 쓰기의 맥락

글을 작성할 때 필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도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성인 필자의 경우, 모어를 바탕으로 한 사

고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쓰고자 하는 내용을 생성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한국어 담화 공동체의 관습에 맞게 적절한 짜임으로 내용을 조직하고 표현하

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모든 텍스트는 독자와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자를 비롯한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이때 사회적 맥락은 독자, 상황, 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쓰기에서 맥락과 텍스트의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

한 대표적인 학자는 Halliday(1975, 1982)이다. 그는 체계 기능 언어학의 입

장에서 “문법 교육이란 전통적 의미의 규칙과 문장 구조가 아니나, 맥락 속에

서 이루어지는 텍스트의 의미를 중시한 기능 문법 교육이다.”라고 주장한 바

가 있다. 즉, 맥락 내에서 이루어지는 텍스트의 언어적 지식과 구조적 지식에 

대한 학습이 작문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체계 기능 언어학은 장

르 중심 쓰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한국어교육학 사전: 1148) 

장르 중심 쓰기 교육은 글의 종류와 글을 쓰는 목적에 따라 글의 내용과 형식

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글의 장르에 따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형식이 있으며 이러한 것을 잘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의사소통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결국 장르 중심 쓰기 교육에서 자신이 글을 쓰는 상황과 그 

글을 읽을 독자에 대해 고려하는 사회적인 맥락을 가장 중시하며, 이와 더불

어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을 강조한

다. 따라서 쓰기 교육을 할 때에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 따른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도록 장르에 초점을 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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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정다운, 2009: 4). 본고는 주장하는 글 쓰기의 맥락을 독자 설정과 글

의 목적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살펴볼 것이다.  

필자는 독자 설정에 따라 호칭 대명사 및 종결 어미를 선택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주장하는 글을 쓸 때 특별한 독자보다는 보편 독자를 선정하여야 한

다. 필자는 자신의 견해에 대해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을 최대한 많은 독자로 

하여금 공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호칭 대명사를 중립적으로 사

용하여야 한다. 중립적이라 함은 글에서 필자가 독자에게 가지는 태도를 표시

하지 않는 것이다. 즉,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저, 제’ 대신에 ‘나, 내’와 같은 

대명사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문장 종결어미는 ‘하오’체나 ‘해요’체 

대신 ‘합쇼’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 특정한 독자를 선정

하여 해당 독자와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면 호칭 대명사 및 종결어미를 유연

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글 전체의 호칭 대명사 사용 및 종결어미 

사용의 일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장하는 글의 가장 큰 목적은 문제 상황에 대해 필자의 생각으로 독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강한 의도가 요구된다. 필자는 의도적으로 어

휘, 문법, 문장을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주장과 근거를 배정하며 의도적으로 

논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통 주장과 근거를 제시할 때 평서문을 사용하나 

필자의 의도에 따라 명령문, 의문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주장하는 글 쓰기의 

맥락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 

2) 주장하는 글 쓰기의 절차

주장하는 글 쓰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을 발견

하는 능력이 요구되며,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또한 종합적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언어 형식으로 표현하는 글 쓰기 능력이 요구된다. 주장하는 글의 내용은 논

리적 사고와 종합적 판단을 글쓰기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장하는 글 쓰기에는 글쓰기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글쓰기 과제에서 어떠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게 되었는지 필자가 정확하게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필자에게는 논제 분석 능력이 요구 된다. 문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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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면 글쓰기의 전체 방향이 틀릴 수 있기 때문이

다. 같은 문제도 필자 논제 분석에 따라 주장이 다르게 제시할 수 있음을 알

아야 한다. 

주장하는 글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찬성이나 반대로 입장을 정리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필자의 주장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글에 논리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주장하는 글에서 

시사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다루어지는 것을 생각할 때, 논리가 매

우 정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입장 선택부터 글의 전개까지 ‘독자를 

설득’하는 목적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내용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필자가 생각을 정리하고 조직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문제가 복잡하거나 어려울수록 많은 배경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지적 부

담을 크게 느끼게 된다. 따라서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의 토의 과

정이 필요하다. 이는 글을 작성하는 절차 중 인지적으로 글을 계획하는 단계

가 글쓰기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정 중심 쓰기 교육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계획하기, 초고 작성하기, 

수정·교정하기, 완성하기’의 순의 주장하는 글 쓰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이미혜, 2005: 465). 그 과정에서 학습자와 교사, 학습자 동료 간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글쓰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장하

는 글 쓰기에 대한 인지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민병곤

(2004: 126-161)에서 제시한 문어 텍스트의 논증의 절차 다섯 단계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1) 입장의 선택과 표현

(2) 논거의 생성과 조직

(3) 논거의 지지와 논증 도식의 선택 

(4) 반대편을 고려한 논증 

(5) 언어 표현의 선택·수정·보완

논제를 파악한 후, 본격적으로 초고 작성하기 전 동료와의 논의를 거치는 

이러한 다섯 단계를 따른다면 주장과 근거, 그리고 논증 방법을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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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고 주장하는 글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며 주장하는 글의 내용

을 더 체계적으로 조직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주장하는 글 쓰기 절차에는 

상호작용의 효과 및 상호작용 과정을 중시하는 단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주장하는 글 쓰기를 계획하는 단계와 이를 위한 전 단계에서의 충분한 의

견 공유가 요구되는데 이는 교사와 학습자 간, 또는 또래 학습자 간, 또는 학

습자가 자신과의 의견 교류(대화)를 통해 효과적인 글의 구성을 이룰 수 있음

을 의미한다. 

3. 베트남 인을 위한 한국어 글 쓰기 교육 현황

  1) 한국어 쓰기 교육 과정 및 교재 현황

   (1) 쓰기 교육 과정

지금까지 베트남에서는 대학 정규 과정으로 한국어 교육 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각 학교의 쓰기의 교육 과정은 별도 정보가 없거나 제한적이었

다. 따라서 쓰기 교육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쓰기 담당 교사에게 따로 문의

를 하였다. 전국 한국어 교육 관련 전공이 있는 총 열 일곱 개의 대학교 중 

한국학 전공은 11개 학교이고 한국어 전공은 6개 학교이다6). 이 두 가지의 

전공에 따라 한국어 교육 과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이 말하기, 읽기, 듣

기, 쓰기의 네 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교육하고 있었다. 베트남 지역과 전공

에 따른 다섯 대학교의 쓰기 교육과정의 상황은 <표 Ⅱ-8>과 같다. 

6) 2014년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조사 결과에 의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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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쓰기 교육 과정의 황

학교
호찌민 인무
사회과학 대
학교

홍방 대학교 달랏 대학교 다낭 외국
어대학교

하노이 외국
어대학교

전공 한국학 한국학 한국학 한국어 한국어
과 목 명 
및 문법 
대비 비
율

문법- 쓰기
(60/40)

쓰기-문법
(20/80)

읽기-쓰기
(70/30)

쓰기-문법
(50/50)

쓰기
(50/50)

학 년
별 
수 업 
시간

1 60 120 60 90 60
2 60 120 60 90 60
3 45 120 60 30 60

4 통·번역 120 통·번역 과 
기타

 문 장 론 ,  
통·번역 

한국어 능력
시험을 위한 
C2-C3 쓰
기 학습

담당
교사

문법을 현지
인
쓰기 한국인 

현지인
초급 현지인 
고급 한국인

상황에 따라 
현지인 과 한
국인

상황에 따
라 현지인 
과 한국인

현지인

교재 연세대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서
울대 경희대

보조 자
료

연세대 한 
달 완성 한
국어

교사의 개인 자료

TOPIK 자료
과제 유
형

유형 연습, 주제 작문 
TOPIK 기출 문제 쓰기

TOPIK형 작문

우선, 쓰기 과목명은 대부분 쓰기-문법 또는 문법-쓰기로 되어 있다. 과목

명이 ‘쓰기’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문법과 같이 묶어서 수업을 진행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문법-번역 교수법과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등을 통해 한국어교

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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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기능별 교육이 강화되었으나 아직 쓰기 교육은 여전

히 취약한 부분 중 하나이다. 열 일곱 개 대학 모두에서 별도의 쓰기 수업은 

실시하지 않으며, 실시한다 하더라도 문법과 묶어 하나의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쓰기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쓰기는 단지 문법 항목들을 바탕으로 한 

문장 쓰기 연습에 지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어 교육이 

쓰기 영역을 학습자가 쓴 글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문법 교육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기능 통합 교육의 일환으로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 즉, 초급 단계에서는 문법 연습으로서의 쓰기 활동에 치우쳐 있으며 중·고

급 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작문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

학 계에 고급 단계에서의 쓰기 수업 대신에 통역이나 번역의 과목으로 대체하

고 있다. 이는 결국 쓰기 활동은 대부분 교실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추측이 가

능하다. 즉 고급 학습자에게 교실에 번역이나 통역을 통해서 쓰기를 간접적으

로 하고 보통 쓰기 과제를 학습자가 집에서 스스로 해결한 다음 교사에게 문

법 교정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쓰기와 문법의 수업 비율을 

보면 수업 시간과 점수 배정은 2:8, 3:7이나 4:6으로 절반보다 적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어 계는 1:1의 비율로 쓰기의 비중이 더 크다.  

그 결과 학습자에게 쓰기 영역에 대한 부담감을 심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학

습자들이 작문 활동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국 5개 대학교

의 한국학과 한국어학 전공 3, 4학년 학생 1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

사에 의하면 68.4%의 학생이 쓰기를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하였다. 이처

럼 결과 중심 쓰기 수업은 학습자의 쓰기 능력 신장에 효과적이라 할 수 없다. 

단지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력이나 문장력이 조금 나아지면서 학습자의 쓰기 내

용의 분량이 조금씩 늘어날 뿐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쓰기 과정은 

각 단계별 쓰기 교육 내용과 이에 대한 교수 학습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쓰기 교육은 장르 중심으로 수

행되고 있지 않다. 쓰기 교제의 유형을 보면 초급 학습자는 유형 연습,  중·고

급 학습자는 주제 작문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고급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글이나 설득하는 글을 쓰는 과

제가 주어진다. 그러나 주장하는 글은 일상적으로 쓰는 글의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딱딱하고 쓰기 어려운, 재미없는 일일 수밖에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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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습자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이치를 따져서 자신의 생

각을 내세워야 하는 주장하는 글 쓰기를 어려워한다. 

  (2) 쓰기 교재

베트남에는 쓰기 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재가 없다. 베트남에서는 통합적 한

국어 교재를 가지고 각 과의 문법 사항을 바탕으로 제한된 작문 쓰기나 문장 

쓰기를 하다가 2~3학년이 되면 교재의 단원 제목이나 중심 내용에 관련된 주

제를 교사로부터 받아 글을 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사에 따라 쓰기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학습자의 작문 결과에 대하여 

간단한 문법 오류를 지적하거나 문장 차원에서의 문법 교정 작업을 실시한다.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사도 쓰기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큰데, 이는 교사로 하

여금 쓰기 수업 시간에 어떤 종류의 글을 언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

한 체계적인 쓰기 교육 내용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쓰기를 위한 주 교재는 한국의 각 대학교 언어교육 기관이 출판한 통합교재

를 쓰고 있다. 예를 들면 호찌민 인문사회과학 대학교가 연세대 교재, 홍방 대

학교에선 경희대 교재를 선택하여 쓰고 있다. 보조 자료는 교사마다 ‘한국어 한 

달 완성’을 사용하거나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는 등 다양하다. 그리고 한국어능

력시험에 출제된 기출 문제를 활용하여 쓰기 연습을 하는 공통점이 있다. 쓰기

를 위한 별도의 교재가 없어 필요에 따라 교사가 직접 자료를 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필요한 쓰기의 수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되는 교재 내용의 적합성을 검증하기가 어렵

다. 필요에 따라 다른 부교재 내지는 교수가 직접 학생들 수준에 맞게 교재를 

편집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사의 자의적인 자료 구성의 모습

에서 나타나듯, 쓰기 교육의 전반적인 학습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한편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할 정도로 

학생들에게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교재에 대한 교사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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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민 인사 의 경우 1학년은 국립국어원에서 만든 쓰기 교재를 사용한다. 기  

문법을 공부한 후 이를 활용하여 쓰기 문장을 연습하며 작문을 하기 때문에 해당 교

재 사용에는 큰 무리가 없다. 2학년 때에는 쓰기 과목이 없어 따로 쓰기 교재를 사

용하지 않으며 3학년, 4학년 때에는 연세 에서 나온 ‘한 달 완성 한국어 쓰기’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2) 한국어 쓰기 교수·학습 현황

(1) 면담 및 설문 조사 개요

① 면담 개요

2014년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세 개 지역(하노이, 달랏, 호찌민 시)의 한

국학 및 한국학과에서 쓰기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와 설문조사7) 및 면담을 진

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쓰기를 비롯하여 각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었다. 그리고 쓰기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의 

의견을 보다 자세히 물어보기 위한 면담을 따로 진행하였다.

면담 대상은 <표 Ⅱ-9>와 같이 베트남에서 한국어나 한국학과에서 실제로 

쓰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로 총 아홉 명이다.

7) 설문 조사 내용과 시를 부록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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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번호 전공 국적 베트남 학습자 
교육 경력

베트남 고급 학습자 
쓰기 교육 경력

호찌민

1 국어 국문 한국 10 5년 이상
2 비교 언어학 한국 13 2~3 년
3 국어 국문 한국 5 2~3 년
4 (미확인) 한국 3 2~3 년
5 한국학 베트남 2 5년 이상

달랏 6 한국학 베트남 3 2년
7 한국학 베트남 3 1년

하노이 8 국어 국문 한국 4 5년 이상
9 한국학 베트남 5 5년 이상

<표 Ⅱ-9> 면담 교사의 구성

면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질문 1: 지에서의 쓰기 교육 황 (교재, 쓰기 학습 시간 , 교수 방법, 과제 형

태, 다른 기능-과목과 연계성 등)

질문 2: 쓰기에 한 학습자의 수요  태도, 반응, 참여 의욕

질문 3: 쓰기 담당 교사로서 어려운 

질문 4: 주장하는 의 교육의 황 (장르 특징에 한 지식, 의 종류에 한 

구별 등), 주장하는  쓰기 교육의 필요성

현장에서 직접 만나 면담 내용을 전사한 경우는 아홉 명 중 다섯 명이었고, 

교사의 시간이나 개인 이유로 충분하게 면담 시간을 갖기 어려웠던 네 명에게

는 별도로 질문 내용을 주고 구체적인 답변을 메일을 통해 받아 내용을 정리

하였다.

② 설문조사 개요

주장하는 글에 나타난 베트남 학습자의 글 쓰기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글

을 분석하기 전 학습자들이 실제적 쓰기를 어떻게 학습하여 왔는지, 쓰기에 

대한 학습 동기는 어떠하고, 어떤 학습 방법을 사용했는지 등의 문제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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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쓰기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확보

하여 이를 작문 텍스트에서 파악한 문제들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

국어 쓰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국어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에서의 학습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기간은 2014년 9월 27일 부터 약 한 달간

이었으며, 조사 대상은 베트남에서 대학 정규 과정으로 한국어나 한국학을 전

공하고 있는 3, 4 학년 163명의 학생이다. 3, 4학년 학생들만 대상으로 조사

하는 것은 고급학습자의 상황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표 Ⅱ-10> 설문조사 참여 대상의 구성

지역 전공 학생 수
호찌민 한국학 74
달랏 한국학 32

하노이 한국어 57

조사를 받은 학생들은 <표 Ⅱ-10>와 같이 호찌민, 달랏, 하노이 세 개 지역

에서 한국학과 한국어 전공으로 2년 이상 학습한 학생들이다. 그리고 학생들

의 연령은 21~25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 163명중에 남학생은 

24명, 여학생은 139명으로 여학생의 비중이 높았다. 

조사 내용은 쓰기 학습에 대한 다양한 질문 사항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관련 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에만  중심을 두어 논의하고 자하였다. 

1부 학습에 한내용: 학습 목표, 쓰기 학습에 한 인식, 쓰기 학습에서의 어려운 

, 한국어 능력시험을 본 경험 

2분 한국어 쓰기에 한 내용: 한국어 쓰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의 종류, 쓰

기 방법, 교사의 피드백 효과

3부 주장하는 의 학습과 련된 내용: 베트남 어로 주장하는 을 쓸 때 어려운 

, 한국어로 주장하는 을 쓸 때 미치는 베트남 어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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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담과 설문조사 결과 및 논의 

① 쓰기 수업 시간 및 타 과목과의 연계성

쓰기 수업은 다른 기능 영역 과목의 2/3 정도의 시수가 배당된다. 대신에 

문법 수업의 비중이 더 높다. 예를 들면 호찌민 인문사회과학 대학교 한국학

교의 경우에 학기 마다 쓰기 30시간, 문법 60시간, 읽기, 말하기, 듣기 각각 

45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다. 수업은 주로 교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1,2 학년은 

문법 영역이 중심이라 수업 시간에 쓰기 교정 지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작

문의 경우도 간단한 내용이라 30명 미만의 수업에서는 수업 시간에 바로 글 

쓰기를 지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쓰기 과목의 학습 시간과 학생 수 등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3, 4학년의 경우 수업 시간에 작문 교정까지는 많이 다루지 

못한다. 교재를 사용할 경우 교재에 따라 표현을 익히고, 마지막에 제시된 과

제를 수행하게 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된다. 또한 교사에 따라 과제를 점검하고 

첨삭 지도하는 내용 및 과정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과제 형태는 대부분 주제

에 따라 글을 써오는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쓰기보다 문법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도 쓰기에 나타나는 학습

자의 문법 오류에 대해 교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였다.

문법이 정확하지 않아서 쓰기에 많은 오류가 납니다. 가장 기본 인 이/ 가 , 은/

는, 을/를 부터 ~ 임에도 불구하고 ,앞의 문장과 뒤에 문장이 맞지 않는 등의 오류가 

있습니다. 알맞은 어휘사용 문제입니다. 를 들어 ‘동업자/ 동료’  의 차이를 잘 몰

라서 ‘회사 동업자간에 화합이 요합니다’, 진압하다- ‘자기의 화난 감정을 진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등과 같이 순 한국어와 한자로 된 한국어 사이에서 알맞은 사용

법을 잘 몰라서 오류가 납니다.

쓰기는 비교적 다른 한국어 하위 영역과 연계가 잘 되는 편이지만 실제 현

장에서는 거의 쓰기 영역을 다루지 않으며, 말하기 과목에서 말하기 위한 쓰

기 활동을 하지만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말하기 수업에서 교사가 직접 

학생들의 원고를 수정하거나 쓰기 내용을 지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문법 수업에서도 문법 항목을 익히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실제로 글을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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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문법을 적용하여 보는 경우가 드물다. 더욱이 문법 수업 수준과 쓰기 수업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3학년일 경우 쓰기 수준

은 여전히 중급에 머물러 있지만 문법은 고급을 배우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

당할 수 있다.8) 따라서 문법 수업이 직접적으로 쓰기 수업과 연관을 갖도록 

교과과정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② 쓰기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 및 태도

쓰기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은 ‘어렵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어휘와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자신감을 떨어뜨려 쓰기 수업 자체

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틀

에 맞추어 글을 쓰는 것을 힘들어 해서 교사들은 이를 대부분 과제로 돌리게 

된다. 또한, 교육고정에 따라 3, 4학년에 쓰기를 간접적으로 번역이나 문장론

에서 배우게 된 경우도 있다. 이는 쓰기보다 번역이나 문장 구조에 중점을 두

어 쓰기를 고학년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치지 않았다.

쓰기 수업에 대해 학습자들이 갖는 선입견이 있다. 1학년일 경우는 다르지

만 3, 4학년의 경우 쓰기 수업 자체에 대해 지루하다거나 어렵다는 생각이 많

았다. 또한 표현 영역에 있어서 말하기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문장 쓰기와 함께 글 쓴 후 스스로 다듬고 고치는 데도 학습자가 익숙

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어 학습에 대한 학습 동기, 쓰기 학습에 어려운 점에 대한 베트남 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쓰기를 얼마나 어려워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앞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쓰기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를 ‘매우 어렵다’에서 ‘어렵

지 않다’까지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한국어로 쓰기를 하는 것에 대해 

41.2%의 학생들이 매우 어렵다고 답했으며, 23.4%의 학생들이 조금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약 64.6%의 학생들이 고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로 쓰기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이에 현재의 

쓰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반성하고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8) 쓰기 수업은 연세  쓰기  교재를 사용하고, 문법은 연세  5, 6권을 공부하게 된다.



- 44 -

것이다. 이렇게 대다수의 학생들이 쓰기를 어려워하고 있다면 쓰기 교육의 내

용과 방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어떤 점에서 쓰

기를 어려워하는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③ 쓰기 과제, 교사의 피드백, 한국어능력시험 요구

쓰기 과제의 유형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교사로부터 쓰기제목

으로 제시 받아 숙제로 집에서 글을 쓰고 추후 제출하는 방식이다. 쓰기 숙제

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의견이 59.9%이다. 쓰기 수업 내용에 대한 학습자들

이 한국어 쓰기 학습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써본 글의 종료는 정보 전달하는 

글과 친교를 위한 글이었으며 총 48%를 차지했다. 설득적인 글, 주장하는 글

은 22%로 나타났다. 즉, 주장하는 글이 쓰기 수업 중에 비교적 많이 다루어지

지 않는 편임을 나타낸 것이다.

쓰기 과제물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 

번 정도 보고 지나갔다’는 답이 61.7%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문법 교정과 

어휘의 철자에 집중하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그 외에 하고 싶은 말 중에 자기

가 쓰고자 하는 내용과 달리 교정을 받을 때 별도로 교사에게 설명할 기회가 

없다는 불만이 있었다.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고급 학습자 72.6%는 한국어능

력시험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TOPIK 시험 고급과정에 반드시 응시하길 

원했다. 따라서 각 학교의 쓰기 수업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문제를 쓰기 

수업의 자료로 선택한 경우가 많다. 학습자는 쓰기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

지만 한국어능력시험의 필수 영역이기 때문에  TOPIK형의 쓰기 과제를 연습

하게 되었다. 

 ④ 교사가 보는 쓰기 교육과 주장하는 글의 문제점

교사에게는 늘 학생들이 글쓰기에 흥미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또한 학생들의 쓰기 능력의 편차가 심해 수업 시간에 가급적 쓰기 수준

이 낮은 학생들에게 내용을 맞추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현지에서의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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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은 대부분 한국인 교사가 담당한다.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고학년의 작문 지도는 현지인 교사들보다는 한국

인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작문 지도 시의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

으로 인해 쓰기 수업의 대부분을 한국인 교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학

교도 있다. 그러나 원어민 교사의 지도는 문법 오류나 한국어답지 못한 표현

을 정확하게 교정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베트남 인 학습자만의 독

특한 사고방식과 모국어의 영향을 글 쓰기 과정에서 고려하기 어렵다는 문제

가 있다. 따라서 현지인 교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장르 기반 접근법에 바탕을 둔 쓰기 교육을 

도입하고자 한다.

다음의 답변 내용은 낮은 학습자의 쓰기 학습 동기가 교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을 보여 준다.

‘처음 쓰기 수업을 담당할 때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해요. 

뭐.... 문법의 정확성과 작문의 내용 풍부성을 동시에 집 하다보면 교사의 말을 주

로 수업을 진행하게 될 수 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수업 시간이 정해 져있어서 수업 

흥미까지 신경 쓸 수도 없지요. 학생들이 주루해해서 수업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음...그리고 수업 반부에는 표 과 문법 오류를 심으로 첨삭 지도를 하기보다 내

용 구성과 내용의 보편성, 논리성 등에 한 지도로 시작하여 차 정확한 표 을 

한 첨삭 지도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데 인원이 무 많아서 그 죠, 어려워요. 책

이... 세 많이 안 보이네요’. [SY.S.녹음4]

또한 쓰기 수업에 언어의 장벽의 문제도 있다. 쓰기 담당자로 문법과 쓰기

를 묶어서 같이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기 위해 현지

어를 잘 이해하는 한국인 교사가 필요하고, 또 현지인 교사의 경우 한국어 문

법론에 능통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아직 베트남에는 

한국어 교육 전공자는 그리 많지 않으며 한국인 교사 중 한국어 교육 전공이

나 국어학 전공자를 찾아보기도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

글의 종류에 따라 쓰기 학습에 대한 대부분 의견이 아직까지 잘 진행되 있

지 않다. 주제 작문으로 찬반형 쓰기를 한국어능력시험의 연습으로 진행하기

도 하였으나 일기와 같은 일상적인 글 쓰기 외에 설명하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관련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내용 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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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학습자가 주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전혀 글을 쓰지 못하는 학생

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예를 들어 쓰기 교육에 대해 학습자가 글의 종류에 따라 학습과 연습이 부

족하다는 의견이 다음과 같다.

에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에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올해 제가 3

학년을 가르쳤는데 숙제로 일기를 쓰는 것을 냈는데 기본 으로 동사의 과거를 사용

하는 것과 마지막 부문에 ‘여러분 이 게 해 보세요’ 하는 등   일기의 특징,  엽

서보내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를 들어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엽서를 보내는 

이유가 사연을 읽어주고 음악을 들려주는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사용이 많이 

틀립니다.  부탁의 경우 높임말을 사용해야하는데 ‘-이다/한다’ 등의 동사를 사용하

는 오류를 보입니다.[EJ.S.답장2]

면담을 실시한 교사들 중에 현지에 10년 넘게 생활하고 자녀들도 베트남 학

교에 다니고 있는 교사가 있었다. 그 교사는 자녀의 학습 환경을 관찰하면서 

한국에서의 교육과 다른 점과 베튼남 인 학습자에게 모어의 영향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략) 간섭 상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학생들 오류를 

분석해 보면서 어떤 모국어 간섭 상이 있는지 알아내 보면 학생들도 인지하고 고

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희 아이들이 베트남 , 고등학생이거든요. 학교에서 

작문하는 방법이나 표 이 한국어와는 많이 다르더라구요. 베트남 학생들 작문에서

도 ,고등학교 때 작문이 연장된 모습이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단 으로 

분량이 무 길다든지, 의 구성에 있어서 서론 부분이 내용과 연결이 잘 안되는 

것 등 이런 것이 베트남 고등학교 때 베트남 어 작문에 익숙해진 모습이라는 생각

이 들었답니다.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학생들과 이야기 해 봤을 때 학생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주더군요. 일반 으로 볼 때 한국인들은 을 쓸 때 문단을 나 어

서 써야 한다고 배워요. 수필이나 소설이 아닌 경우 간결하게 의미를 명확히 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교육해요. 그래서 육하원칙에 맞추어 기승 결이 있는 을 좋은 

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베트남에서 쓰기는 한 가지 의미를 달하기 

해서 많은 배경에 해서 미사여구를 써서 표 하는 방식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한국인들은 이 에는 직설 으로 표 하지 않는 편이 는데 최근에는 서양 문화 특

히 학술 인 은 미국의 향을 많이 많아서 미사여구를 빼고 건조하게 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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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달하라고 강조해요. (생략)[SY.S.답장3] 

주장하는 글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베트남 학습자들이 작성한 글을 보면, 

주장과 근거를 단편적으로 제시하기만 할 뿐 그 근거의 성격이 무엇이며, 그 

근거가 믿을 만한 것인지, 그리고 주장을 제대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이 내세우는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합리적인 형식에 기초하여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

성과 과정 중심 쓰기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주장하는 글 쓰기의 지도는 논

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나 논증 전개 방식, 그리고 논증 구조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한편, 학습자의 의견에 

주장하는 글을 어려워하는 이유로는 ‘구조를 몰라서’, ‘논리적으로 글을 조직하

기 어려워서’, ‘적절한 표현과 어휘가 부족해서’,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부

족해서’의 순으로 응답했다. ‘글을 쓸 때 한국어로 사고하는가, 모국어로 사고

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53.2%의 베트남 인 학습자가 모국어로 먼저 생각해 

냈다가 한국어로 바꿔 쓴다고 답하였다. 나머지 한국어로 직접 사고한다는 응

답자는 39.4%로 대부분 4학년 학생들이며 베트남 어로 사고하는 방식을 병행

한다고 답한 사람은 43.8%였다. 즉, 초급 학습자들일수록 모국어로 사고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어느 정도의 한국어 수준에 도달하면 한국어로 직접 사고하

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면담과 설문 조사 내용을 보면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은 아

직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걸로 볼 수 있다. 한국어 쓰기 교육은 

베트남 현장에서 대체적으로 상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습자의 

글을 교사가 간단하게 피드백 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러한 방법으로 쓰기 활

동에 흥미를 느끼게 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부담감만 증가시킨다. 또한 많은 

경우 한국인 교사가 베트남 인 학습자의 사고나 베트남 어에 관한 지식이 부

족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글을 완전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어

휘 사용과 문법 오류에 집중되는 제한적 피드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사 외에 다른 학습자의 글에 대한 반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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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의 피드백은 언어의 정확성에 해당하는 어휘, 문법, 맞춤법에 대한 것에

서부터 글의 유창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어휘나 문법의 오류에 대한 집중이 

글의 구조의 응집성이나 논리적인 사고 체계로 서서히 전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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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베트남 인의 한국어 주장하는 글 특성 분석

한국어 주장하는 글 쓰기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베트남 인 고급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 쓰기 능력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베트남 인 학습자가 생성한 주장

하는 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학습자들의 쓰기 능력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주장하는 글의 특징

을 고려하여 베트남 인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불완전한9) ‘주장하는 글’의 유

형을 분류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의 구성과 특성

(1) 자료의 구성

본 연구의 기본 자료는 베트남 인이 고급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쓴 작문 자료

이다. 한국어능력시험 작문 답안을 자료로 사용한 이유는 자료의 실제성

(authenticity)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이라는 주어진 

같은 조건에서 응시자들은 최고의 성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글을 작성

하였을 것이므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크게 남부와 중부, 그리고 북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한국어가 정규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는 각 지역의 대학들도 전공에 

9) Cummins(1981)는 상호 의존 가설(independence hypothesis)에 해 논의 하 는데 이는 

일반 인 외국어 능력 수 이 모국어의 문자 언어 사용 능력의 이를 방해한다는 것이

다. 즉, 인지 능력이 언어 능력에 의해 부정  간섭을 받아, 실제로 표 하는 수 은 모

국어의 표  능력과 동일하지 않고, 이로 인해 제2 언어 학습필자로서 언어 정체성의 혼

란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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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교육과정상의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세종어학당 등의 비정규기관에서 

진행하는 한국어교육 프로그램도 서로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지역 및 기관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가 필요하다. 이와 같

이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이 공존하는 가운데 베트남 인 한국어 학

습자들이 공통으로 응시하는 시험이 바로 한국어능력시험인 것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은 1997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현재 주관 기관은 국립

국제교육원이다. 그동안 주관 기관이 몇 번 변경되기는 하였지만10) 시험 주관 

기관과 상관없이 고급 쓰기영역에서의 자유 작문 문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논

술형의 ‘주장하는 글’이 제시되어 있다. 김원경(2013)은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평가 과제의 목적 요소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고급 쓰기 평가 과제에

서 설득 목적인 글이 85.8%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설득하는 목적의 글쓰기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고난도 문항이자 고급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중

요한 글의 유형이라 하겠다. 한편 베트남의 수능시험과 입시시험 등에서도 ‘주

장하는 글’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주장하는 글’은 베트남의 모국어 교육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동시에 한국어 숙달도를 평가하는 데에서도 비중 있게 다

루어지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베트남에서 실시하는 한국어와 관련된 유일한 공식적 시

험이며, 이 시험 결과가 취직이나 진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학

문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능력시험에 출제된 쓰기 문제들

은 대학에서 다루어지게 될 ‘학문 목적의 글’11)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결과

10) 1997년에 한국학술진흥원재단의 주 으로 시작하 다가 1999년부터 2010년 제20회 시

험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 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지 까지 운 기

은 국립국제교육원이다. 

11) 김민경(2012：131)에서 제시한 도입 가능한 학문 목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평가 역 

문항 유형은 다음과 같다 

평가 유형 내용

그림 보고 쓰기
∙맞춤법과 어휘력, 문법  정확성을 평가하거나 그림 제시 후 이

야기 구성을 통해 문장과 담화구성력을 평가함

바꿔 쓰기
∙시제, 경어 표  등의 일정 요소를 환하거나 사회언어학  능

력이나 문법 인 정확성을 평가함

정보 채우기 ∙텍스트나 주어진 서식이나 표에 한 정보를 채워 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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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고급 한국어능력시험을 비롯하여 쓰기 문제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베

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문 목적의 글 쓰기를 위한 필수 과정이 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한 베트남 인 고급 학습자들의 서

술형 문항 응답 자료이다. 연구를 위해 국립국제교육원 규정대로 시험 자료 

공개 신청을 하였으며, 자료 공개 승인을 받아 베트남에서 실시된 2012-2014

년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제28, 30, 32, 34회)의 베트남 인 수험자 작문 

자료 총 1,072편을12) 확보하였다13). 

기본적으로 700자 이상을 완성된 작문 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이는 700자가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제시한 고급 수준의 자유 작문 완성에 해

당하는 글자 수임을 고려한 것이다. 즉, 시간 제약 등의 문제로 전체 내용을 

완성하지 못한 글은 온전한 자료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총 226편을14) 선정하여, 총 1,072편 중 226편 즉 전체 자료 중 

21.08%를 자료로 선정하였다. 회차별 주제는 선의의 거짓말, 예술 교육, 대학

의 역할, 자연 보존과 자연 개발로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Ⅲ-1>과 같다. 

설명․묘사하기
∙인물이나 상황, 도표나 통계를 통해 문자 구성력이나 담화 구성

력을 평가함

단락 구성하기
∙비워진 한 단락을 채워 넣게 함으로써 체 단락의 맥락 이해를 

평가함

요약하기
∙자료를 읽고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게 함으로써 통합 인 숙달

도를 평가함

읽고 견해 쓰기

∙자료와 련된 질문에 답을 하게함으로써 의견을 제시함

∙우리 나라 논술시험 는 미국캘리포니아 주립  신입생들의 작

문 실력 평가 형식(UC Analytical Writing Placement Exam)

찬반 견해 쓰기 ∙주제에 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 으로 개하여 쓰기

12) 2014년 5월 연구를 시작한 시 에 자료 공개를 신청하 다. 한국어능력시험은 1년의 4

번 에 국외에서는 2번이 실시되었으며, 베트남에서는 호 민지역과 하노이 지역으로 

나눠 각각 시험을 실시했다. 재는 1년에 6번의 시행 의 4번을 해외에서 응시가능하다. 

13) 분석 상이 된 4번의 시험은 제28회(2012년 10월 시행), 제30회(2013년 4월 시행), 제

32회(2013년 10월 시행), 제34회(2014년 4월 시행)이며, 베트남 인 수험자의 자료로 총 

1.072편에 한 PDF 일을 제공받았다.

14) 한국어능력시험의 작문 기 을 34회까지 은 500∼600자, 고 은 700∼800자가 요구

되며 35회부터 새로운 체계로 시험 문제를 도입하여 작문 문제는 -고  수 을 합쳐 

600∼700자로 서술하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 분량이 최소한 700자 이상인 완

성된 것들만을 평가 자료로 선정하 다. 700자의 분량을 못 채우거나 내용을 완성하지 

못한 을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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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회차 주     제 수집

(편)
선정
(편)

백분율
(%)

28

<선의의 거짓말> 
(1) 선의의 거짓말이란 무엇인가?
(2) 선의의 거짓말은 언제 필요한가?
(3) 선의의 거짓말이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

인가?

164 38 23.2

30
<예술 교육>
(1) 예술 교육이 왜 필요한가?
(2) 예술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

인가? 
167 42 25.1

32
<대학의 역할>
(1) 대학의 역할은 무엇으라고 생각하는가?
(2) 대학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300 77 25.6

34
<자연 보존과 자연 개발 > 
(1) 자연 보존과 자연 개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가? 
(2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41 69 15.6

  합계 1,072 226 21.08

<표 Ⅲ-1> 분석 자료 구성

본 연구의 기본 분석 자료는 베트남 인 수험자가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작성

한 고급 쓰기 네 개의 문제에 대한 226편 답안 내용이었다. 시간에 따라 고급 

수준으로 응시자의 수도 증가함으로 28회 ‘선의 거짓말’주제로 38편을 선정하

고, 30회‘예술 교육’에 관한 42편의 글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32회 ‘대학의 역

할’은 77편과 34회 ‘자연 보존과 자연 보호’에 대한 69편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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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의 특성

고급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마지막 작문 문제는 주관식 서술형으로 제시된다. 

이 문제는 쓰기 능력 평가 문항 배점에 있어서 30~50%의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작문 문항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문항을 통해 시

험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제34회 한국어능력시험 작문 쓰기 문제의 시]

다음을 일고 700~800자로 을 쓰십시오.(30 ) 

자연을 그 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간을 해 자연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

장이 있습니다. 이에 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단, 아래에 제시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연 보존과 자연 개발 >

(1)자연 보존과 자연 개발  어느 것이 더 요하다고 생각하는가?

(2)그 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2가지 이상 쓰시오.)

[제35회 한국어능력시험 작문 쓰기 문제의 시]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700자로 쓰십시오.(50 )

사람들은 다양한 경제 수 의 삶을 살고 있으며 그러한 삶에 해 느끼는 각자의 

만족도도 다양하다. 그러나 경제  여유와 행복 만족도가 꼭 비례한다고는 할 수 없

다. 경제  여유가 행복에 미치는 향에 해 아래의 내용을 심으로 자신의 생각

을 쓰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경제  조건과 행복 만족도의 계는 어떠한가?

∙행복 만족도를 높이기 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위의 문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고급 한국어능력시험의 문제는 ‘써야할 과

제, 요구된 글자의 수(배점)’에 대한 조건부터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구체적

인 요구 사항 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수험자들에게 내용에 대한 제한을 둔다. 

이러한 쓰기 과제에 대하여 김원경(2013)은 구성 요소인 주제, 목적, 독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어능력시험 문제의 57.3%는 ‘일반적인 사회적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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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루고 있으며, 쓰기의 목적은 ‘설득적 글’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

고 문항 자체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쓰기 과제의 독자 관련 요소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15)

한국어능력시험의 문항에는 기본적으로 글의 분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글

자 수와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수험자가 시험의 

시간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직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

이다. 시간이 부족해서 요구된 글자 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요구하는 양보

다 많이 썼지만 요구한 내용들을 다 포함 하지 못하면 점수는 그 만큼 감점될 

수밖에 없다. 즉, 주어진 시간에 과제가 요구하는 글의 주제, 목적, 독자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쓸 수 있어야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수험자의 글에 대한 평가 기준은 한국어능력시험에서 공개하고 있는 평가 

기준과 모범 답안의 예시를 통해 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모범 답안을 보

면 평가 시에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시되고 있다. 첫째, 형식적으로 서론과 결

론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잘 조직되어 각 단

락에서 명확한 의미 단위로 작용해야 하며, 둘째,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

여 주장을 뒷받침해야 하고, 셋째, 제한된 시간 이내에 제시된 주제에 대한 적

당한 내용과 정보로 글을 작성해야 한다. 즉 정보 선택이 중요하며 장황하게 

길게 쓰는 것이 좋은 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주장하는 글 분석 방법

   (1)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평가 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평가는 평가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을 때에 

타당한 도구로서 그 의의를 지닌다(김원경, 2013:391). 따라서 한국어능력시

15) 김원경(2013)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평가쓰기 평가 과제에서 쓰기의 목 을 

명시 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체 인 상황이나 독자를 제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 독자를 구체화 하여 의사소통  쓰기의 면모를 갖추고, 

수험자 텍스트의 언어 표 을 선택하는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독자를 제시하여 수험자가 평가자와 독자를 일치시켜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거

를 가늠할 수 있는 부수 인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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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쓰기 영역의 자유 작문 문항을 평가 과제로 분석하기 위해, 먼저 한국어능

력시험의 쓰기 영역에 대한 평가 기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능

력시험의 자료를 확보하였으나, 한국어능력시험의 서술형 문항 채점 기준이 

‘주장하는 글’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목적

의 글과 다른 ‘주장하는 글’에 대한 평가 기준표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마련한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작성한 주

장하는 글의 수준과 양상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①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채점 기준

한국어능력시험의 채점 기준은 언어권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외국인들의 

한국어 숙달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표 Ⅲ-2>과 같

이 학습자들이 작성한 글을, 내용 및 과제수행, 글의 전개 구조, 언어 사용, 사

회언어학적 기능의 네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다. 

평가 영역 채점  항목 배점

내용 및 
과제수행

(1) 주제에 맞게 글을 완성하였는가? 3
(2) 제시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3
(3)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 3

글의 
전개구조

(4) 시작과 마무리를 적절하게 구성하였는가? 2
(5) 내용의 전환에 따라 단락을 적절히 구성하였는가? 2
(6) 단락 간의 연결이 긴밀하며 자연스러운가? 2

언어 사용 (7) 고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다양하게 사용하였는가? 7
(8) 고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 5

사회언어학적 
기능 

(9) 문어의 특징이 드러나는 어휘와 문법(종결형, 어미, 
조사 등)을 사용해 문어의 특징을 살려 글을 썼는가? 3

<표 Ⅲ-2> 한국어능력시험의 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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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기준표를 살펴보면 언어사용 영역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준에 맞는 어휘와 문법 사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글의 전개 

구조 및 고급 수준의 어휘 및 문법 선택에 관하여 서술 형식의 글쓰기 문제임

에도 마치 객관식 문제를 채점할 때와 비슷한 기준표를 사용하여 채점의 명확

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채점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내용 및 과제 수행’ 영역의 점수가 언어사용 

영역 다음으로 전체 점수를 크게 좌우하고 있다. 이 항목의 세부 사항으로는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주제에 맞는 글의 완성 여부다. 다음으로는 제

시된 내용의 포함 여부다. 실제로 한국어능력시험문제를 보면 문제가 주어지

고 그 아래에 몇 가지 내용이 제시된다. 그 내용을 포함시켜 글을 완성하라는 

친절한 안내문을 주어준 셈이다. 마지막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

는가의 여부다. 따라서 과제 수행 점수가 높지 않을 경우 나머지 부분을 개별

적으로 잘하였다고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이 과제 수행이라면, 세 번째 항목은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는 바로 세 번째 내용 항목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이 영역에서는 응시생들의 수준을 변별력 있게 평가하기 위해 각 세부 

사항에 3점을 부여하였다. 총 30점 만점에서 9점으로 약 30%의 비중을 차지

한다.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문제의 특징은 서술해야 하는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제

시한다는 점이다. 즉, 광범위한 주제 안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어서 수험자

로 하여금 그 한정된 내용에 따라 쓰면 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평가 기준

으로 문제에 제시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글을 썼는지, 주제에 맞게 글을 완

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 하였는가’의 항목에서 학습자간 차이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글의 전개 구조’ 영역은 글의 외형적 모습, 즉 글의 형식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세 가지의 세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글의 도입부와 마무리를 잘 

하였는지, 단락의 구성을 적당하게 하였는지, 또한 단락과 단락의 연결성이 잘 

되었는지 등이 그것이다. 첫 번째는 글의 틀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평가하

라는 것이며 두 번째는 단락이라는 개념의 이해 여부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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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논리적 흐름이 자연스러운가를 보라는 것이다. 첫째와 둘째 사항은 객관

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으며 주관적 시각이 조금이라도 개입될 여지가 있는 

사항은 세 번째 글의 논리성에 대한 부분이다. 이 영역은 30점 만점에서 6점

을 차지한다. 비율로 따지면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셋째, ‘언어 사용’ 영역은 어휘와 문법의 다양성 및 정확성을 측정한다. 이 

항목이 제시하고 있는 세부사항은 생각의 전달 수단인 어휘와 문법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어휘와 문법의 측면에서는 '고급'이라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

요하다. 한국어능력시험 채점 기준에서 이 항목에 12점을 배점한 것을 보면 

어휘와 문법 표현에 큰 비중을 두어 채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보면 고급 수준에 적합한 어휘와 문법 사용의 유창성 여부, 정확

성 여부를 설명하고 있다. 각각 7점, 5점이 부여된 점으로 볼 때, 고급 수준에

서는 정확성보다 유창성을 더 중요한 평가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법 항목이 초·중·고급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다만 어휘는 따로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느 

정도는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문법과 어휘 중에서 어휘 부분의 평가는 채점

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배점만으로 볼 때 이는 전체

적으로 30점 만점에서 12점,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영역별로 비교해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넷째, ‘사회언어학적 기능’은 문어로서의 특징을 잘 나타냈는지 평가하는 항

목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배점이 가장 작다. 사회언어학적 기능에 대한 

점수 비율이 낮은 것은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평가 기준이 다른 쓰기 평가 

기준과의 차이점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사회언어학적 기능에 대한 평가는 학

습자가 얼마나 상황 맥락을 잘 파악하여 글의 목적에 맞게 가장 적절한 언어

를 사용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다. 이런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할 경우 학습자는 자신이 글을 쓰는 목적 자체를 달성하지 못 할 수도 있

으며, 글 전체의 내용과 수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정다운, 2009). 이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 글을 쓸 때 문어의 특

색을 잘 살려 썼는지, 종결어미나 조사를 올바르게 썼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

다. 높임법이 발달된 한국어임을 이해하고, 문어에 따른 적절한 어휘와 어미, 

조사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 항목은 비교적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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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배점은 3점으로 총점의 10%의 비중을 가지게 된다. 

②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쓰기 평가 기준에 대한 검토

쓰기 평가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기준으로 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

해 각 시험 회자별로 10편의 글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평가자 3명

에게 평가 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평가 기준표에 따라 채점을 하게 하였다. 이 

단계에서 국어 교육 전문가의 시범적 채점 결과도 같이 받아 어느 정도 차이

가 났는지 비교하였다16). 

한국어능력시험의 글쓰기에 한정해서 생각할 때 시험을 치르기 전, 응시생

들이 ‘채점 기준표’ 즉 평가를 할 때 어떤 요소를 중시하는지 알게 된다면 결

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서 한국어능

력시험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자연 보존과 자연 개발 >자연을 그 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간을 해 자

연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십시오. 단, 

아래에 제시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1)자연 보존과 자연 개발  어느 것이 더 요하다고 생각하는가?

(2)그 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가지 이상 쓰시오.)

우리 사회가 나날이 발 하고 있다. 인간은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을 의해 삶을 한

결 충분하게끔 살 수 있도록 노동하고 생산할  알았다. 하지만 이 사회에는 

우리가 자연을 많이 손해하게 할 때까지 인간은 ‘자연을 보존해야 할까 인간을 해 

자연을 개발해야 할까’라고 논의하고 있다. 제 생각에는 고 한 삶을 해 사람이 노

동하고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게 좋지만 자연도 따로 생명이 있고 우리가 자연과 외에 

살 우 없으니 자연에게 손해하면 안 된다고 한다. 우리가 력해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 까지는 방송소식에 보다시피 자연을 개발하는 커녕 인간의 행동은 조

16) 국어 교육 문가 2명의 채  결과에 비해 한국어 교육 문가가 부여한 수는 

10-15% 높은 걸로 나타났다. 특히 어휘와 문법 사용 역에 국어 교육 문가들의 수

가 상 으로 낮다. 그러나 각 역별 수 차이가 동등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보다 한

국어 교육보다 엄격하게 수를 매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어로 하는 학습자가 아닌 한

국어 학습자를 상으로 하 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문가의 채  결과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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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보존하고 부분 자연에게 괴하고 있는 것밖에 못 봤다. 계생태는 살아가는 

힘이 셀지인정 스럽기도 한다. 일부러 하는 작은 우리 행동도 자연 계생태에게 큰 

향을 미치겠다. 한 박사님께서 인간이 사라지면 지구가 변화없이 생존하는데 어떤 

곤충이 사라지면 지구가 50년 넘어 존재할 수 없다고 연구해서 발표하셨다.(2) 그러

면 우리가 일시 만족스로운 생활을 해 자연에게 피해하는 게 할 만한 것인다? 하

지만 의 뜻은 더 좋게 자연을 개발하지 말라고 하지 않다. [H34.13]17)

40편의 글을 대상으로 한 예비 평가 결과를 가지고 SPSS Ver.14.0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로 평가자 간 신뢰도를 검증

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평가자 3명의 크론바흐 알파 값은 .986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평가자1 30.96258477

평가자2 32.40081483

평가자3 30.81916402

Cronbach's Alpha 0.986334763

<표 Ⅲ-3> 비 평가의 평가자 간 신뢰도 검증 결과

네 개의 영역별 예비 평가에서 나타난 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 및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9점 만점 중 5점 이하를 받은 하

위 수준의 글은 총 9편이었다. 또 총 3점인 ‘주제에 맞게 글을 완성’한다는 평

가 항목에서 1점 이하를 받은 글은 총 12편이었으며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

게 표현’ 항목에서 1점 이하로 점수를 받은 글이 16편이었다. 이 영역에서 높

은 점수를 받지 못한 이유는 주로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밝히기보다는 지나

치게 많은 예시를 제시하거나, 주제의 핵심 내용과 달리 자기 생각을 서술하며 

간접적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제와 관

련된 다양한 관점이나 표현 등의 제시가 부족했다. ‘내용 및 과제 수행’에 실패

했다는 것은 주제 파악에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다른 영역에서도 

17) 시의 뒷부분에 덧붙이 호 안의 기호와 숫자는 해당 시의 번호이다. 를 들어 

[H34.13]은 하노이 지역(H), 토픽 34회(34)의 자료 13번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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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다. 평가 요소 중 ‘주제에 맞게 글을 완성’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3점 만점에 1점 이하로 점수를 받은 글이 29.6%에 이른다. 

둘째, ‘글의 전개 구조’에 대한 평가는 ‘시작과 마무리하기’, ‘단락 나누기’, 

‘각 단락 연결하기’라는 총 3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각 

항목에 총점은 2점으로 부여하였다. 이는 주어진 주제를 바탕으로 서론, 본론, 

결론 구조에 따라 논리적인 흐름으로 글이 진행되었는지, 단락을 명확히 구분

하고 각 단락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제시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영역이다. 

채점 받은 총 40편 가운데 ‘시작과 마무리하기’, ‘단락 나누기’, ‘각 단락 연결

하기’의 항목에서 1점 이하로 받은 글의 수가 각각 4편, 10편, 7편으로 나타

났다. 즉 전체 40편 중 4편이 시작과 마무리 구조가 부족하거나 아예 나타나

지 않았으며, 10편은 단락을 나누었으나 적절하지 못하였으며, 7편은 단락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워 해당 평가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못하였다. 특히 

40편의 글 중 10편, 26.1%의 글이 단락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 이는 글 쓰

기 교육 과정에서 단락을 나누기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언어 사용’은 고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정확하고 다양하게 사용하

였는가에 대한 평가 영역이다. ‘언어 사용’ 영역은 전체 평가 영역 가운데 점

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부분이다. 총 40편 중 24편이 ‘언어 사용’ 영역에서 

12점 만점 중에 6점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절반의 글이 고급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 셈이다. 문법의 사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다양하게 쓰지 못했다

는 의미이다. 사전에 700자 미달의 글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된 

글 대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어휘와 문법 구사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

하였으나, 기초적인 문형이나 어휘만을 선택하여 글을 쓴 경우가 많이 나타났

다. 또한 고급 어휘나 문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그 용법과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사용하여 글의 내용을 부정확하게 만드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넷째, ‘사회언어학적 기능’은 맥락 상황에 맞게 종결어미, 호칭 대명사, 조사 

등을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영역이다. 한국어의 조사는 베트남 인 학습자를 비

롯한 많은 외국인에게 어려운 문법적 요소로 맥락에 맞는 호칭어, 종결어미의 

선택은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도 매우 난해한 문제였음을 평가 결

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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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기준에서 일반적인 언어 능력 파악을 위한 평

가 요소들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특정 장르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요

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기준으

로 평가할 때 주장하는 글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

할 것이라 예상한다. 

먼저 토픽 평가 기준의 내용 측면은 과제 수행과 과제 완성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글 쓰기의 특징인 ‘주장의 명료성’을 소홀히 하게 다루고 있

다. 예를 들어 주장을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주제를 언급하면서 글을 

완성했다면 토픽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토픽 평가 기준의 조직 항목은 글을 평가할 때 문단 구별과 같은 

글의 형식적인 부분에 강조점을 둔다. 따라서 토픽 평가에서는 글의 내용적인 

체계가 잘 잡혀 있고 응집성 뛰어나다 할지라도 문단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영역에서 점수를 아예 받을 수 없다. 

다음의 예시로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평가 기준의 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18)

사회가 날수록 많이 발 하고 이로 인하여 인이 스트 쓰를 많이 받는다. 그

래서 주말이나 퇴근한 후에 인이 쌓인 스트 스를 풀려는 경향이 있다. 이때 등

산이나 소풍등 자연에 향하는 사람이 많다. 자연속에 사람의 마음이 쉽게 편안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자연을 그 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인간을 하여 자연

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자연 이라는 것은 인의 간섭이 없이 그

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런 자원을 합리 으로 개발하는 게 나쁘지 않다

고 생각한다.

자연을 그 로 보존하고 유지하면 귀 한 자원의 단한 가치를 잃게 하고 있다

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연을 개발한다고 해서 완 히 그 자원을 괴하면 안 된다. 

자연을 개발하면서 잘 보존해야 한다. 자연을 잘 개발할 수 있다면 인에게 좋은 

요양지를 제공해  수 있고 개발하는 업체에게도 많은 이익을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국가의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다. 를 들자면 베트남에 해변이 많은데 그 로 

보존했으면 지 처럼 냐짱, 귀년 등 많은 해변이 국제 친구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아

18) 학습자의 을 시로 제시할 때 산 자료로 필요에 따라  체나 일부로 제시한다. 

본문과 구별할 수 있게 인용의 형식으로 처리하고 시 끝 부분에 시 번호를 추가하

다. 시 번호에는 시험 회차, 지역, 자료번호가 포함하 다. 그리고 학습자의 에 필

요할 때 번호나 별표, 호로 추가해서 오류를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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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지역 동네 시민에게만 알려질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자연을 보존하

면서 잘 개발하 기 때문에 지  베트남을 하면 국제 친구가 아름다운 해변이 많이 

나라를 생각이 떠오른다. 해변뿐만 아니라 산, 계곡등도 잘 개발을 하여 객도 많

이 유혹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을 개발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 [S34. 4808]

위의 예시 [S34. 4808]은 한국어능력시험 기준 30점 만점에 25점 (내용 및 

과제 수행은 6점, 글의 전개 구조는 5점, 언어 사용은 11점, 사회언어학적 기

능은 3점)을 받은 상위 집단의 글이다. 그러나 이 글은 주장의 명료성이나 주

제의 정확성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이 글은 자연 개발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베트남의 휴양지 개발이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점수를 얻기는 힘들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자연이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주

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그 내용이 둘째 단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

하였다. 단락을 이어주는 문장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이처럼 

편안한 쉼을 제공하는 자연에 대한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다.’와 같은 문장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두 번째 단락에서 자연에 대한 두 가지 주장을 언급한 후 기술한 문장

의 명확성이 부족하다. 주장한 문장에 대해 근거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다

음과 같은 문장을 썼으나 정확한 표현이 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면 귀중한 자원의 대단한 가치를 잃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를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만 한다면 귀중한 자연의 가치를 잃게 될 것

이다.’로 고쳐 써야 된다. 이 글에서 자연 개발의 예를 바르게 제시한다면 보다 

분명하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결론 부분도 보다 명

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자연을 개발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는 문장

에서 ‘나쁘지 않다고 본다.’라는 간접적인 표현보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해

야 한다. 구조적인 면에서 결론 부분을 한두 문장을 더하여 단락을 구분하였다

면 구조상으로도 체계가 생기게 되어 주장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능력시험의 기준으로 글을 평가할 때는 주장하는 글의 특

징을 자세히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주장하는 글의 평가 기준으

로 ‘주장, 근거’ 등의 요소에 따라 세 하게 분석하여 주장하는 글 쓰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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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에 따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반영한다면 더 효

율적인 쓰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어 주장하는 글 분석 기준과 분석 틀

 ① 주장하는 글 쓰기의 분석 기준

일반적으로 글을 평가할 때 많은 연구자가 공통적으로 글을 내용, 조직, 표

현 요소로 나누어서 평가한다. 글을 평가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정다운, 2009: 101-102).

 김정자(1992: 51) : 내용(주제, 정보의 정확함과 풍부함), 조직(단락의 구분  자

연스러운 연결, 기억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 표 (평이성과 명확성)

 기성수(1992: 57) : 감 선정, 단락 조직, 의 형식, 표 , 문법 기능

 국제 교육 평가 학회 (IEA) : 아이디어의 질과 범 , 내용의 조직과 개, 문체 

어조의 성(사회  습 숙달), 어법  문장 구조의 정성, 씨

 이재승(2003: 356) : 정보의 정확성, 정보의 풍부성, 내용의 연결 계, 의 구조, 

표 의 명확성, 정확한 어법

 이은하(2007: 230) : 내용(주제 이해도  과제 완결도, 주장의 호소력), 조직(3단 

구성의 효과  사용, 단락 구조의 결속성), 문장 구조와 문체(문장 구조, 문체), 

어휘(정확성, 유창성), 맞춤법

 박 목(2008: 310-311) : 내용 창안 범주(내용의 풍부성, 내용의 정확성, 내용 사

이의 연 성, 주제의 명료성과 타당성, 사고의 참신성과 타당성), 조직 범주(  구

조의 성, 단락 구조의 성, 구정의 통일성, 구성의 일 성, 세부 내용 개

의 성), 표  범주(어휘 사용의 성, 문장 구조의 성, 효과  표 , 개

성  표 , 맞춤법 띄어쓰기, 씨)

 서수 (2008: 100) : 정보의 성과 신뢰성, 구조의 체계성, 표 의 정확성, 독

자의 고려

 Jacobs et al.(1981) : 내용, 조직, 어휘, 언어 사용 문법, 표기

 Brown(1994: 357-358) : 내용, 조직, 담화, 통사, 어휘, 기계 인 측면

 Tribble(1996: 130-131) : 과제 완성도와 내용, 조직, 어휘, 언어, 기계 인 측면

(맞춤법과 체 틀(layout))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자마다 자세한 평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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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글의 내용, 조직, 표현의 평가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글의 ‘내

용’에 대한 것은 글의 질, 범위, 풍부성, 정확성, 관련성 등을 고려한 요소이

며, ‘조직’에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인 글의 구성, 단락의 결합 및 연결 등을 세

부적으로 살피고 있다. ‘표현’ 부분은 글에서 사용된 문체, 어휘 및 문법, 수사

적 표현 등을 고려한다. 

민병곤(2004)은 논증 교육의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 논증적 글에 대해 논증 

구조, 논증 도식, 논증 표지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주장하는 

글의 논증적 요소를 강조한 것으로 글의 특징을 활용한 적절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장하는 글’에 논증 요소를 인정하고 있으나 크게 

강조하지 않는다.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해서 생산된 글의 논증적 성격이 국어 

교육에서 생산된 글의 논증적 성격보다 약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

에 논증 요소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을 택한다. 이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작문 

과제 특징 및 베트남 학습자가 생성한 실제 글 자료의 양상을 고려한 결과이

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주장하는 글’을 한국 국어 교육에서의 ‘논증적 

글’과 한국 한국어 교육에서의 ‘논증적 글’의 중간 단계로 삼아, 쓰기 평가 요

소를 ‘내용’, ‘형식’, ‘사회적 맥락’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주장하는 글의 특징

을 생각하여 베트남 인들이 ‘주장하는 글’을 작성할 때 요구되는 인지적 문제, 

언어적 문제, 맥락에 대한 사회 문화적 문제 등의 특징과 양상을 밝히는 목적

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 결과로 베트남 인에게 ‘주장하는 글’을 교육 할 때 어

떤 요소를 강조하고,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는지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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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평가범주 평가내용

53
-54

내용 및 
과제 
수행

-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
- 주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는가?
- 주어진 내용을 풍부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는가?

글의 
전개 
구조

- 글의 구성이 명확하고 논리적인가?
- 글의 내용에 따라 단락 구성이 잘 이루어졌는가?
- 논리 전개에 도움이 되는 담화 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연결하였는가?

언어사용
- 문법과 어휘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하여 적절한 문법과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는가?
- 문법, 어휘, 맞춤법 등의 사용이 정확한가?
-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격식에 맞게 글을 썼는가?

<표Ⅲ-4> 고  한국어능력시험의 작문 문항 평가 범주   

한국어능력시험 제35회부터 한국어 능력 시험의 체계가 바뀌면서 쓰기 평가 

기준도 바뀌었다. <표 Ⅲ-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전의 ‘사회 언어적 기능’

을 따로 평가하지 않는 대신 ‘글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격식에 맞게 글을 썼

는가’를 언어 사용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한국어능력시험의 새로운 평

가 기준을 크게 내용, 구조, 언어 사용으로 나누었다.

본 논문의 Ⅱ장에서 논의한 주장하는 글의 특징과 실제로 베트남 인의 주장

하는 글에 대한 사전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인을 위한 

주장하는 글의 특징을 내용적 특징, 형식적 특징, 사회 맥락적 특징으로 나누

어 평가, 분석하고자 한다. 쓰기 평가 기준과 달리 ‘주장하는 글’의 특징을 보

다 세부적으로 평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를 통하여 베트남 인

들이 실제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어떤 보편적인 유형을 보이며, 그 유형들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를 탐구할 것이다. 비록 각 양상들이 모든 학습자의 

글에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베트남 인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추출하여 주장하는 글 쓰기 교수·학습에 활용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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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어 주장하는 글 분석 틀

베트남 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작문 평가 기준을 <표 Ⅲ-5>와 

같이 설정하였다.19)

일반적으로 ‘내용’, ‘조직’, ‘표현’으로 글을 평가하는데, 주장하는 글로 보았

을 때는 각 영역 사이에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장’은 내

용에 속할 수 있으나 주장을 표현할 때 표현과 조직에 해당하는 내용도 관련

19) 평가 기 을 마련하기 한 국어교육에서 설득   쓰기에 용한 평가 기 들과 

어를 포함 제2외국어 쓰기 평가에 쓰는 평가 기 들을 살펴봤다. 국어교육에서 김정숙, 

김정자, 서수 , 홍  등의 작문 평가 기 을 살펴보고 제2 외국어 역에서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평가 척도의 로는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ETS에서 개발한 Test of Written Examination (TWE), American Cou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ACTFL), International Second Language 

Proficiency Ratings (ISLPR), Certificate in Advanced Enghlish (CAE) 의 쓰기 평가 

척도, Certificate of Proficiency in English (CPE)의 평가 척도, First Certificate in 

English (FCE) 의 쓰기 평가 척도 등을 들 수 있다. 그  TWE, IELTS, FCE, TOEIC

과 국내에서 개발된 기 들 에는 TEP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MATE를 바탕으로 채

 거들을 분석하여 공통  요소를 바탕으로 ‘공통 평가 기 을 마련하 다.  한 편 

유럽의 공통참조기 을 참고하 다. 처음에  비 채 을 한 평가 기 을  만들고 

비 채 을 통해 각 평가자와 의논하고 한국어능력시험문제와 답안 특징을 고려하여 최

종  평가 기 을 만들었다(박정민, 2010:43).

Criteria 

scales
TWE IELTS FCE TOEIC TEPS 평가원 MATE

베트남

국어

과제 이해력 * ** *

내용 지식 * * * * * *

조직성 * * * * * * * *

정확성 * * * *

범 ** * * *

성 * * * * * *

어휘  문법 * * * * * *

독자 *

표 력 * * * *

주장 *

유창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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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장하는 글의 분석틀에서 ‘내용’을 인지에 

관련된 문제로 보고 ‘논제(주제)’, ‘주장’, ‘근거’를 설정하였다. 즉, 필자가 과제

의 요구에 따라 글을 쓸 때 인지적으로 어떠한 글감으로 선정하였는지 보는 

것이다. 필자가 주제를 잘 파악해서 과제 내용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제의 요구 사항과 달리 주제를 잘못 파악하여 글의 방향을 잘못 설

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장에 관하여 필자가 찬성하거나 반대의 입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용을 다르게 진술하게 된다. 찬반양론을 선택할 경우도 

필자의 인지에 관한 문제로 본다. 또한 근거를 설정할 때 필자의 판단으로 적

당하게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게 된다. 이에 관한 판단한 기준이 명확하

지 않을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이

다.

평가 
영역

평가 
요소

배
점 평가 기준 지침

글의 
내용 

논제 
파악 10

문제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글을 

쓴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으
며, 주제가 명확히 나타나게 쓴다. 
주제문이 명확히 나타나게 쓴다, 주제 접
근하기 위해 전체 내용에 대비 양적으로 
적절하다.
점수: 10-8/6-4/2-0

주장 10
주장이 선명하고  

글 전체에 
일관되게 
전개된다.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명확하게 문장으
로 진술하고 있다.
 주장이 일관되어 불필요한 내용 없이 
마무리까지 일관성을 유지한다. 
점수: 10-8/6-4/2-0

근거 10
근거로 신뢰성,  
설득성을 가춘 

정보로 제시한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와 
설득력 있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근거가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서 많은 사
람이 인정할 수 있다. 
각 근거에 관련 제시한 정보들이 구체적
이며 설득력, 사실성을 갖추고 있다.
점수: 15-12/9-6/3-0

<표 Ⅲ-5> 주장하는 의 평가 기



- 68 -

글의
형식

 전체 
구조 15

처음, 중간, 끝 
부분이 명확하고 

적절한 구성 
방식을 통해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단락과 단락 구분이 명확하다.
자신의 주장을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각 
근거에 따라 적절한 구조로 명확히 제시
하고 있고 각 근거에 관련되고 필요한 
정보 (예시, 통계 자료 등과 같은)를 체
계적으로 정리하여 내용을 구서한다. 
점수: 15-12/9-6/3-0

단락 
구조 15

내용의 통일성과 
관련하여 단락 
속에 문장 간의 
연결이 응집성을 

갖추고 있다.

 각각의 문장이 하나의 내용을 구체적으
로 포함되어 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적절한 접속어를 사
용하다.
점수: 15-12/9-6/3-0

단어, 
표현 
및 

문법 
사용

20

주장에 필요한 
고급수준의 어휘 

및 표현 
사용한다.

주제에 관련 고급 수준, 정확한 의미로 
어휘와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점수: 10-8/6-4/2-0

주장에 필요한 
고급수준의 문법 

사용한다.

주장하기에 적합한 문형을 선택하고 정
확하고 효과적으로 고급 수준의 문법을 
활용한다. 
점수: 10-8/6-4/2-0

표지 
사용 10

주장하는 글을 
위한 적절한 

표지를 사용한다.

표지를(예시 제시 표지, 인과 관계 등) 
적절하게 사용함으로 논증의 도식을 살
려 준다.
점수: 10-8/6-4/2-0

사회
적 

맥락 

독자 
설정 5

적절한 독자를 
고려한 적절한 
어조 및 종결 

어미 사용한다.

주장하는 글의 유형이 가지고 있는 문체
적 특성 (종결어미, 인칭 대명사 등의 일
관성)을 지닌다.
점수: 5-4/3-2/1-0

필자의 
의도 5

글의 목적에 
따라 문장의 

종류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주장하는 글의 특징에 맞게 문형을 선택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등의 적절하게 
사용한다.) 
점수: 5-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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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절차와 검증 

본 연구에서는 주장하는 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한국어 모어 화자

이며, 국어 및 한국어교육 전문가 세 명을 통해 분석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리고 채점 결과로 부여 받은 점수에 근거하여 SPSS 통계의 응용 결과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나누었다.

평가자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3인으로 하였고, 평가자 구성은 <표 Ⅲ-6>과 

같다.  

성별 국적 전공  고급 학습자 
교육 경험 역할

여 베트남 한국어 교육 (박사 수료) 6년 평가
남 한국 국어국문학 

(석사, 한국어 교육 자격증) 5년 이상 평가
여 한국 국어 국문학 (석사) 10년 이상 평가
남 한국 한국어교육 (박사 과정) 5년 예비 평가, 자문

<표 Ⅲ-6> 평가자 구성 

평가자의 구성에서는 자료가 베트남 인 학습자가 쓴 글이라는 점을 고려하

여 우선 베트남 인으로서 한국어교육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

고,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이면서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로서,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평가자로 선정하였다. 평가자 중 

두 사람은 한국인이지만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을 한 경험으로 베트남 인의 쓰

기 특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필자 또한 베트남 인이기 때문에 베트남 학

습자의 한국어 문장에 대한 이해가 사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

정한 평가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각 시험 회차당 10편씩 한국인 한국어교육 전

문가와 국어교육 전문가 2명의 평가자에 의해 평가를 따로 받고 서로의 기준

을 조정하였다. 베트남 인 학습자가 작성한 주장하는 글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위의 평가 기준으로 세 명의 평가자가 다음과 절차에 따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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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 답안 시의 내용 분석과 답안의 방향  핵심 내용 악

  ‘주장하는 ’의 특징에 따라 평가 요소와 체 항목의 성 의

  항목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해 이를 설명하고 수 부여 방식 통일

  각 주제마다 3편씩 총 12편을 비 평가 실시

  정확한 기 을 세우고 체 평가 실시

  차이가 많이 나는 결과는 의하여 결과 조정, 평가자간의 내  신뢰도 확인

  체 평가 완료 후 평균값 도출

단계 주용 내용 세부 내용
1단계 예비 채점 표집

예상 평가 기준 및 척도 마련

2 단계 평가 조정
채점자 간 신뢰도 분석
신뢰도 확보 방안 마련
평가 지침서 작성
평가 기준, 척도, 평가 예시문 자료 제시

3단계 본 채점 및 
결과 산출

분석적 영역별 평가 및 채점
평가 결과 점검 및 점수 조정 협의
평균점수 산출 - 집단 분류

<표 Ⅲ-7> 주장하는  평가 과정

분석적 평가는 크게 ‘글의 내용’ ‘글의 형식’ ‘사회적 맥락’의 세 개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각 영역을 세분화하여 내용 영역에는 ‘논제 파악’, ‘주장’, 

‘근거’, 형식 영역에는 ‘구조’에 전체 구조와 단락 구조,  ‘언어 사용’에 어휘, 

표현 및 문법 사용, 표지 사용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전체적으로 100점 만

점에 내용 영역 30점, 형식 영역에 구조 30점, 언어 사용 30점, 사회적 맥락 

영역 10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통계적 절차에 따라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으로 나누었다. 

결과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먼저 평가자들이 부여한 최종 점수의 평균 점수

를 도출하였으며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사후검정을 진행하고 집단 분류 

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에 따라 시험 회차별 난이도를 비교하였다.

전체 평가 결과로 총 226편 글의 시험 회차별 평균 점수 현황은 <표 Ⅲ-8>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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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회 
(38편)

제 30회
(42편)

제 32회
(77편)

제 34회
(69편)

분류 기준 63 57.4 44.6 53.5
상위 집단 24 17 19 27

백분율 63.1 40.4 24.6 39.1
하위 집단 14 25 58 42

백분율 36.9 59.6 75.4 60.9

<표 Ⅲ-8> 집단 분류 기   집단 분포 황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시험 회차별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는 제

28회의 63점이고 가장 낮은 상·하위 집단간 분류 기준 점수는 제32회의 44.6

점이다. 제30회와 제34회의 분류 기준 점수는 57.4점과 53.5점으로 나타났다. 

네 차례의 시험 중에 제32회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나, 전체 결과를 볼 때 가

장 높은 점수가 63.7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회차별 난이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주장하는 글이 베트남 인 학습자들에게 어려운 글의 종

류라는 점은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시험 회차별 분류 기준 점수에 따른 집단 분류 비율을 확인해 보면 32회와 

34회 각각 가장 높은 하위 집단의 비율로 75.4%와 60.9%가 나타났다. 그리

고 28회와 30회 상위 집단 비율은 각각 63.1%와 40.4%로 나타났다.

평가를 할 때 각 영역의 배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내용 측면에

서 논제 파악 부분에 10점, 주장 제시 부분에 10점, 근거 선택 부분에 10점을 

각각 부여하였다. 형식 측면에서는 전체 구조와 단락 구조 배점을 각각 15점

으로 하였다. 언어 사용에서는 어휘와 표현 사용, 문법 사용, 표지 사용에 각

각 10점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맥락 측면에서는 독자 설정과 필자 

의도에 대하여 5점씩 부여하였다. 

아홉 개 평가 항목 중에 비율이 가장 낮은 항목의 순서를 살펴보면 표현 측

면의 문법 사용, 조직 측면의 구조의 응집성, 내용 측면의 근거의 타당성 및 

설득력이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네 번의 시험 중에서 28회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각 평가 항목의 평균 점수도 28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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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형식, 사회적 맥락 글 구성 요소 중에서는 형식 영역의 언어 사용이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세 명의 평가자는 같은 기준으로 226편의 글에 대한 분석적 평가를 실시하

였다. 평가자들의 채점 결과에 대해서는 SPSS(Ver. 14)을 이용하여 평가자 

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Alpha)의 문항내적 합치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분석 결과 평가

자 3명의 크론바흐 알파 값은 .979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평가자1 318.46858

평가자2 318.46858

평가자3 327.7397179

Cronbach's Alpha 0.979266677

<표 III-9> 평가자 간 신뢰도 검증 결과

2. 글의 구성 요소에 따른 분석 

전체 수험자 226명의 4회차 작문 자료를 ‘내용, 형식, 사회적 맥락’의 3개 

영역으로 평가한 평가 요소별 평균 점수와 하위 집단에 속한 자료 수는 <표 

Ⅲ-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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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평균 점수 하위 집단(명)  백분율(%)
논제 파악 9.3 97 42.9

주장 6.3 85 37.6 
근거 8.1 106 46.9 
내용 23.1 110 48.7 
구조 16.8 107 47.3 

언어 사용 12.7 144 63.7 
형식 39.5 101 44.7 

독자 설정 4.2 86 38.1 
필자 의도 3.9 56 24.8 

사회적 맥락 5.9 78 34.5

<표 Ⅲ-10> 주장하는 의 평가 요소별 평균 수  하  집단의 비율 

위의 <표 Ⅲ-10>에서 영역별 평균 점수가 낮은 항목의 순서는 언어 사용, 

구조, 근거의 순이다. 이는 학습자가 형식 측면에서 적절한 문법을 선택하여 

주장하는 글에 알맞게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구조 측면에 있어

서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것

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내용 측면에서는 근거를 제시할 때 근

거의 타당성 및 설득력이 부족하게 나타났다. 

1) 내용 측면

 (1) 논제 파악

논제 파악은 시험 문제를 읽어 보고 글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어떻게 서술

해 나갈 것인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이 항목에서 논제를 잘못 파악하였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은 글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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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논제에 대한 제한적 이해

주장을 할 때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독자를 설득해야 한다. 만약 문

제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면 주장에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주장의 논

리성과 정확성 차원의 문제이다. 예시[H28.1114]를 보면 선의의 거짓말에 대

해 기술하고 있다. 

선의의 거짓말 은 나쁜 향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 꼭 거짓말 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를 들면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은 이야기하면 통역할 경우에는 가끔 거짓말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의 계 나빠지지 않기 

해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나 베트남 문화에 해 

잘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사람도 잘 몰라서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구

체 으로 한국 사람의 성격은 하는데 베트남 사람 다릅니다. 일할 때도 베트남 사

람 무 늘려서 한국 사람은 화 나고 욕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베트남 사람에

게 다시 설명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든 두 사람의 계 좋기 해서 거짓말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요하는 것이 당해야 합니다. 는 문

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 생각에는 이런 경우 거짓말하면 나쁘지 않지만 

다른 사람보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짓말하면 앞으로 요

한 일이라도 쉽게 거짓말할 수 있어서 좀 험한다고 생각합니다. [H28.1114]  

이 글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예시 설명에 많

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 글이 바람직하게 서술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베

트남의 문화 비교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는 대신 선의의 거짓말의 장단점이 

나타나야 한다. 

② 논제에 대한 경험담 기술

베트남 인 학습자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답안지를 분석해 보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만을 서술하는 양상이 나타난

다. 이는 학습자들이 이와 같은 문항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익숙하

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의의 거짓말’, ‘대학교’ 등과 같은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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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목을 보고 장르의 특징이 무엇인지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본인의 

추억이나 경험담만을 서술하는 글이 자주 나타났다. 이는 장르의 특징을 이해

하지 못하여 과제의 요구 사항에 맞게 글을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런 학습자들이 나타내는 서술 방법은 자기 표현적 쓰기의 성격과 유사한 것인

데, 자기 표현적 쓰기는 설득력 있는 글을 쓰기보다는 정보를 전달하여 자신

의 이야기를 편하게 펼쳐 나가는 글의 종류이다. 

학교에 때 제 부모님은 간난하고 항상 돈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매달 와 동

생을 돈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걱정하기 때문에 통활(통화)할 때 ‘민옥야, 돈이 

부족하냐고 물었다. 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돈이 

있었다기 답했다. 하지만 실제로 와 동생은 돈을 약하고 돈이 없었다. 정말 

무 힘들었다. 하지만 부모님도 돈도 없고 고생했다. 부모님의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

기 해서 우리는 몇번 거짓말 했다. 제생각에는 거짓말의 좋은 의미 있는 경우도 

있는다.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은 언제든지 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

은 거짓말을 말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가끔 선의 거짓

말은 필요한다. 다른 사람은 내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기 해서 거짓말

은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나쁜의도와 나쁜 행동하면 거짓말을 하면 정말 좋지 않았

다. 그 거짓말 때문에 다른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슬 고 힘들면 정말 안된다. 만약에 

내 거짓말 탓에 친구가 어려운 상태에 떨어지면 정말 후회 많이 했다. 를 드면 오

늘 학교에 가고 싶지 않으면 는 선생님한테 통화를 할때 는 머리가 무 아 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다고 말하면 안된다. 하지만 는 항상 거짓

말라서 익숙했다. 부모님한테 한번 거짓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계속 거짓말 할 수 있

다. 그래서 가끔 거짓말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거짓말 다른 사람한테 안심하면 의미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걱정하면 의미 좋

지않는다.20) [H28.1108] 

[H28.1108]에서는 글의 앞부분에서 선의의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20) 시를 설명하거나 수정할 때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

, ㉮,㉯,㉰ : 문 내용 일부에 한 설명 

(→) : 단어나 표  체

[→] : 문장 체

(  ) : 내용 추가

(x)  : 삭제.



- 76 -

면을 중심으로 글이 서술하였다. 그런데 귀납법으로 내용을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가끔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라는 거짓말에 대

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글의 분위기를 해치고 말았다. 또한 글의 후반

부에서는 주제가 바뀌어 글의 전개가 다소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

③ 논제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

주장이 논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주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필자

가 주제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 글을 읽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

다. 주장하는 글은 많은 사람에게서 공감을 얻을수록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

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혹 한번이라도 거짓말을 안 해 본 

이 없겠죠? 안 좋은 거짓말도 없었겠지만 선의의 거짓말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선의의 거짓말이란 무엇인가? 제 생각에는 선의의 거짓말이란 거짓말인데 듣는 사람

의 기분이나 생각…등을 나쁘게 만든 것이다. 즉 선의가 있는 거짓말이다.

가끔 우리 인생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더 낫을 것 같

다. 를들면 듣는 사람은 사실을 알게 될 때 마음 속에 상처를 받을 수 있거나 참

을 수 없고 이어진 나쁜 행동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도 얼마 에 이런 상황을 

당했다. 제 친한 친구는 한 선배를 아주 좋아했다. 하지만 그 선배가 의 다른 친한 

친구를 좋아한다고 한테 말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한지 많이 

고민했다. 결국 그 짝사랑 있는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많이 

속상할 까  걱정했다. 물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가

진 문제 이 있다. 거짓말이면 원한 거짓말이다. 사실 신에 할 수 없다. 언젠가 

우리의 하는 거짓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때는 손해를 받는 사람은 듣는 사람뿐

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말할까 말하지 말까 많이 고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H28.1117] 

[H28.1117]에서는 글의 첫 부분에서 ‘선의의 거짓말이란 거짓말인데 듣는 

사람의 기분이나 생각…등을 나쁘게 만든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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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그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

문에 나타난 문장이다. 물론 순간적으로 단어를 잘못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

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주제에 대한 필자의 이해가 부족하였음을 단적으로 나

타내고 있는 자료이다.

 

(2) 주장 

설득, 논증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장이다. 정확한 주장을 내세워

야 튼튼한 글의 골격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주장이 명료해야 된다. 

형식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한 문장 안에 주장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담아서 

글의 서론 부분에 언급하는 것이다. 주장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사실성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주장의 명료성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양상을 살펴 

볼 수 있었다.

① 찬반양론의 주장

주장하는 글의 과제들은 보통 한 가지의 입장을 선택해서 찬-반의 형식으로 

서술하도록 요구한다. 글에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글을 전개해 나가

는 데에 있어서 주장의 강도를 훨씬 높일 수는 방법이 된다. 아래의 글에서는 

필자가 찬반양론을 모두 옹호하며 문제를 서술하고 있다.

 
인간은 오래된 시간동안 자연을 함부로 사용했으니 이제 자연뿐만 아니라 재원도 

보존하고 개발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연 보존과 자연 개발 에 어느 것이 더 요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시

에 같이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 개발만 집 해서 자연 보존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연 보존만 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자연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자연 개발하기 에 보존하는 것을 집 하고 좋은 자연의 상태 바탕으로 개

발을 진행시키면 더 좋고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숲의 나무를 더 이상 함부러 망가지게 하지 말고 잘 보존하면서 나무

를 심는 것도 하는 것입니다.

숲을 잘 지키면 공기도 좋고 동물들도 사는 공간이 망가지지 않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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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연 보존과 자연 개발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어느 것이 더 요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둘 다 요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S34.1] 

제시된 문항은 하나의 입장을 고르라는 것인데 굳이 고르지 않고 필자의 의

견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그러나 이렇게 중립적인 의견일수록 근

거를 제시할 때는 더욱 논리적으로 일관된 주장을 해야 한다. [S34.1]은 중립

적 입장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② 글의 일부에서 변경되는 주장

주장하는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필자의 주장이다. 베트남 인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을 보면 주장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양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자신

의 주장을 나타내는 대신에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명

확히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주제에 따라 필자의 주장이 양측의 입장

과 같을 수도 있지만 필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주장하는 글의 

특징을 잘 살린 글이다.

한국이나 베트남의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후 바로 하교에 다니고 싶다고 

항상  생각한다.왜 그 게 생각합니까? 나 에 좋은 회사에 다닐 수 있고 돈을 많이 

얻을 수 있고 나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등과 같은 것을 생각한다. 도 그 게 

생가합니다만 다른 생각도 있다. 학의 역할은 사람한테 미래를 보여 주는 것인다.

왜 그 게 생각합니까? 여기의 미래는 항상 좋은 미래 아니다. 미래는 자기 자신만 

결정할 수 있다. 학교는 열고 있는 정문처럼 것인다. 그 안에 수 많은 길이 있다. 

자기는 어느 길에 갈 건지 결정한다. [H32.98] 

[H32.98]에서 필자는 ‘저도 그러하게 생각합니다만 다른 생각도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이 도입 부분에 등장하여 독자로 하여금 

필자의 입장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③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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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서술할 때 독자로 하여금 필자의 주장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면 그

만큼 필자의 글은 이미 글 쓰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필자

의 주장을 적절하게 서술하는 기술이 주장하는 글 쓰기에서는 필수적이다.

 사람들은 자연 보존 보다는 자연 개발을 더 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연이 우

리 삶에 거 한 존재라는 걸 이제 알고서야 자연 개발에 독 들이는것 아닌가. 

그 다면 자연 개발 에 보존을 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연 개발에 힘쓰지 않

아도 된다. 자연도 하나의 생물체인  인간을 해 자연을 개발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구에서 인간이 자연을 먹고 살리는 게 아니라 자연이 인간은 먹고 살리

고 주권을 가지고 있다. 자연 환경에 따라 인간의 삶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며 인

간이 자연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연이 달라질 수도 있다. 

자연 개발은 자연에 큰 악 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오래  부터 보존해온 자연을 

개발이라는 이유 하나로 괴한다면 그 지역에 많은 향을 끼치고 자연 환경 자체

가 달라진 것 같다. 안그래도 요즘 나무가 많이 잘려나가고 남극, 북극엔 빙하가 녹

아 해주면이 상승하는데 자연이 인간 때문에 계속 약화되는 일은 더 이상 만들지 만

아야 한다. 우선 자연 보존이 잘 되어 있어야 자연 개발도 생각할만한테. 지  당장 

보존이 되어 있지도 않을 상테 에서 개발하겠다는 건 지구를 멸망 시키겠다는 생각

인 것 같다. 요즘 인간을 해 자연 개발에 많은 힘을 쓰게 되었는데,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살아갈 것이고 자연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있기에 앞으로 조  더 자연 보존에 

신경을 쓰고 앞으로 자연이 우리 삶에 좋은 향을  수 있도록 우리도 자연에 손 

지 않고 잘 보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S34.4724] 

글의 서두를 보면 강한 논조의 글을 쓰기 위해 ‘현대 사람들은 자연 보존 

보다는 자연 개발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지만 문장

이 설득력이 없을 뿐더러 필자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의문까지 독자

에게 남겨 준다. 또한 ‘자연 개발에 눈독 들이는 것 아닌가’와 같은 문장은 추

상적인 설명으로 전체적인 글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빈약하게 만든다. 이어서 

‘그렇다면 자연 개발 전에 보존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연 개발에 힘쓰지 

않아도 된다’는 문장은 앞뒤 문장과의 연결이 부자연스럽고, ‘자연 보존을 하

면 개발에 힘쓰지 않아도 된다’에서도 필자가 전체적인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

지 못했음이 드러난다. 자신의 생각이 ‘자연 보존이 중요하다’인데 ‘얼마나 좋

을까’라고 도입 부분에서부터 독자로 하여금 필자의 주장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 80 -

 (3) 근거 

주장하는 글에서는 먼저 필자의 주장을 내세운 다음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한다. 주장은 자신의 견해나 생각에서 비롯된 내

용이므로 주관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

하느냐에 따라 필자의 주장에 대한 독자의 공감이 달라질 수 있다. 적절한 근

거가 없거나 근거의 논리성이 약할수록 주장의 설득력은 떨어진다. 베트남 인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근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양상들

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근거의 적절성 문제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 베트남 인 학습자가 가장 많이 활용한 방법은 예를 

제시하는 것이다. 적절한 예시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논증 

기술에서는 예시의 도식이라고 한다. 다음 글에서 제시한 예시는 주장을 뒷받

침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예이다. 

내가 생각하는 선의의 거짓말 이라는 것은 일종의 배려라고 생각을 한다. 사람들

은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 를 들면 시련이나 아픔이 있는 사람

들을 로할때나 애들이 학교성 이 안 나올 때 선생님들이 하는 거짓말. 이런 것들

이 다 선의의 거짓말들이고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의의 거짓말은 

학교에서 주로 볼 수 있다. 만약 내가 성 이 안나와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한다고 

치자. 만약 선생님이 나에게 부정 인 만들만 쏠아우으면 나는 더 자신감이 성실하

고 자신을 자책하게 될것이다. 하지만 반 로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나에게 조  거

짓말을 하여 ‘ 는 머리가 나쁜게 아니야 노력을 안 할 뿐이지’ 이 게 천사같은 말

투로 나에게 말 해 다면 거짓말일 은 알면서도 자신감은 상승하고. 다음 기회를 

넘 볼 수 있을것이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도 하나의 를 들어보자. 한 여자가 남자

에게 고백을 했다 차 다. 그럼 친구들은 로를 해 것이다. 하지만 여자는 못 생겼

고 남자는 학교 캉카다. 만약 친구들이 당연한듯한 말투로 로하면 여자는 더 큰 

상처를 입게될 것이다. 거짓말을 하며 남자가 눔이 없 . 네가 더 아까워란 선의의 

거짓말을 해주면 여자는 상처가 방 다물것이다. 하지만 부정 일 때도 있다. 이것

도 를들어 보자 아주흔한 걸로. 학교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자주하는 거짓말 ‘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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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험문제 다 나온다’, ‘시험문제 쉽게냈다”라고 학생들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

려다. 학생들이 성 이 안나올때가 있다. 선의의도 무 정 이기 보다는 조 의 

실과 거짓말을 오해서 해야 할 것 같다. 왜냐면 무 그것만 믿고 안 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H28.1081] 

[H28.1081]에서는 여러 가지의 예시를 볼 수 있다. ‘시련이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아이들이 학교성적이 안 나올 때,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

할 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이야기 해 줄 때’등과 같이 모든 의

견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예시는 근거로서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예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명이나 논리적인 서술 

내용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나치게 예시가 많으면 오히려 근거의 약점을 보이

게 되고 주장의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음[H28.1037]과 

[S28.3307]도 예시가 부적절한 경우이다. 

선의의 거짓말이란 좋은 목 으로 말하는데 실제가 아닌 말입니다. ( 략)

따른 경우는 도독질이 집에 왔을 때 자기 자산이 어디에 보 할 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독질이 나쁜 사람이 기 때문에 실제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생략) [H28.1037] 

[H28.1037]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 때때로 필요하다는 주장에 ‘도둑에게 

자산을 보관하는 곳을 실제로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예를 들었다. 사실 도둑

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그 상황에서

는 선의의 거짓말로도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절한 근거 역시 전체 

내용의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선의의 거짓말이란 거짓말은 거짓말이되 나쁘지 않는 거짓말을 말한다. 선의의 거

짓말은 착한 거짓말이라고도 한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선의의 거짓말을 필요할때가 있다. 를들자면 내가 친구에

게 핸드폰을 빌리며 말했다 “나 화 한통화만 빌려 줘 1분안에 쓰고 다시 께” 이

때 핸드폰을 받고 화를 했는데 2분을 통화를 했다. 뭐 이런걸로 를들면 된다. 휴

폰을 빌리기 에는 1분만 통화할께 라고 말하고 씰렸는데 막상 통화를 했더니 2분

이 나온것이다 그런데 친구한테는 “고마워 잘 썼어”라고 말하고 한다.(생략) 

[S2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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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8.3307]에서도 부적절한 예시가 주장과 근거의 논리성을 해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한 예시는 친구에게 휴대폰을 빌릴 때 일부러 조금만 쓴다고 이야

기 해놓고서 고의적으로 통화를 길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는 휴대폰을 

빌린 사람이 생각보다 길게 통화를 한 상황이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휴대폰

을 빌려준 사람의 기분이 좋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예시는 선의의 거짓

말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  

그리고 근거의 적절성에 대해 근거로 의미가 모호한 정보를 제시한 경우는 

다음 [S34.109]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략)이 세상에 무한(→무한한) 것이(→은) 없다. 자연을 아끼지 않으면 잃어 버

릴지도 모르겠다.[→자연을 보존하지 않으면 자연이 고갈될 것이다.] 잃을 때야 자연

의 가치를 이해게 되지 말고 날마다 자연을 함께 보호하는 게 좋다.( 략)

인간은 오래된 시간동안 자연을 함부로 사용했으니 이제 자연뿐만 아니라 재원(→

천연자원) 보존하고 개발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는 것 같

다.[S34.109]

[S34.109]에서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자연을 아끼지 않으면 잃어 버릴

지도 모르겠다’ 적합하지 않은 모호한 문장이다. 자연을 아낀다는 것이 무엇인

지, 잃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을 잡기가 쉽지 않다.

 ② 근거의 논리성 문제

근거로 제시된 정보가 어느 정도 객관성과 사실성이 있어야만 독자들에게 

공감을 쉽게 얻을 수 있다. 근거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이나 일방적인 판단, 

개인적인 이야기 등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 따라서 근거로 정

보를 선정할 때는 근거의 논리성을 생각해야 한다.

요즘 아이들의 동화책을 읽어 보면 거짓말은 안 좋은 행동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 략)

선의의 거짓말은 아주 많은 상황에 필요 할 수 있다. 를 들면, 요즘 많은  셰

게의 병원들은 암 환자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쓴다. 연구자들이 10년동안 연구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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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어떤 두 암 환자에게 한명은 진실을 기해주고 한명은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 

진실을 들은 환자는 부정  생각을 하면서 암 세포들이 더 빨리 몸에 퍼 서 더 일

 죽는 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선의의 거짓말을 들은 암 환자는 정 인 생각으

로 인생을 새롭기 살기 해서 더 행복하게 살아서 암 세포들이 결국 없어질때도 있

을수 있다고 발견 됬다.(생략)[S28.3295]  

[S28.3295]에서는 ‘요즘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어 보면 거짓말은 안 좋은 것

이라고 알게 된다’는 첫 문장으로 글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로 독

자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거짓말이 안 좋다는 것은 동화책을 읽어야만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다음 단락에서 제시한 예시에서는 의사들

이 하게 되는 선의의 거짓말이 적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의 병원들은 

암 환자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쓴다’고 하여 지나치게 일반화된 예시를 사용하

고 있다.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한 정보는 독자로 하여금 거부감을 생기게 할 

수도 있다. 대신에 ‘암 환자들에게 흔히 거짓말을 쓴다’와 같이 지나친 일반화

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이후의 서술에

서 과학의 성과를 활용해서 근거의 설득력을 높이려고 했으나 ‘연구자들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와 ‘어떤 환자’ 등과 같은 정보는 신뢰성이 없다. 이러한 신

뢰성이 약한 정보는 주장의 명료성과 근거의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 략)선의의 거짓말을 많은 상황에 필요한다. 의사 선생님은 암에 걸리는 환자에

게 고통스러운 사실을 보통 알려 주지 않는다. 그들은 환자들이 생론기간을 희망과 

믿음으로 연장시키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한 나와 같은 경우에는 

가끔 부모님이 마음을 놓이시도록 슬 거나 아 도 괜찮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상 방에 마음이 들지 않는데 좋은 분 기를 유지하고자 우리 마음속에 표

할 만한 감 을 감춰야 한다.(→감추기도 한다) 그래서(→이처럼) 인생을 아름답게 

지내고(만들고) 남의 고통을 나 게끔(→나 기 해서) 어느 정도 선의 거짓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S28.3418] 

[S28.3418]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 생활에서 여러 상황에 필요하다고 하며 

예시로 ‘의사의 선의의 거짓말’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 개인적

인 경험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장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필자로서의 개인의 경

험을 언급하기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갖는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주어로 바꿔 서술하는 것이 주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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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식 측면

 (1) 전체 구조

이 항목에서는 주로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글의 적절한 구조 및 정리된 구

성을 평가하게 된다. 정보를 설득력 있게 선정하여도 체계적으로 조직하지 못

한다면 글의 조직성뿐만 아니라 글의 논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구조의 체계

성과 관련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① 주제별로 내용 정리가 안 된 구조

주장과 근거를 서술할 때 필요한 내용이 나열되어 있지만 정리가 안 된 경

우이다.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내용이지만 글 속에 잘 조직해 놓지 않고 여기

저기에 배정해 놓는다. 다음의 예시를 통해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략)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지만) 조심해서 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때도 있다(→있기 때문이다). ㉮좋은 목 으로 거짓말해(→했)더라도 오해를(→가) 

할 수 있(→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의의 거짓말이 나쁜 거짓말로 변하

는 경우도 있다. ㉰듣는 사람에게 사실을 말해주면 나쁜 기분이 생기지(→기분이 나

쁘지) 않을  알았는데 사실을(x) 의외로 그 사람이 사실을 듣고 싶으면(→싶어해

서) 뜻밖에 오해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남의 부족함을 덮 (→어) 선의의 

거짓말을 해면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으로(→에게) 자신의 부

(→부족)을 알려 주지 않으면 자기가(스스로) 어떤 면에서 고쳐야 하는 이(할지) 

모르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없다.(생략) ［H28.1027] 

[H28.1027]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장을 다섯 개 서술하였는데, 정보 조직의 

측면에서 체계성을 갖추지 못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때도 있기 때문이

다’와 같은 부분은 다음 문장이 주장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라는 문장의 근

거와 예시가 되기 때문에 생략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문장은 같은 내용끼리 

묶어야 한다. 예를 들면 ㉮번 문장 다음에는 ㉰번을 쓰거나, ㉯에 대한 문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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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여 설명하면 좋다. 그 다음에 ㉱, ㉲번을 쓸 수 있다. 문장을 쓸 때 주

장이나 단정하는 문장 다음에 이를 보충하거나 설명하는 문장을 덧붙이면 필

자의 주장이 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이다. 한 아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할

지나 무엇에 심을 갖게 될지 처음에서 알기가 어렵다. [→아이는 각기 다른 재능

을 가지도 태어난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의 재능을 알기는 어렵다.] 그래

서 되도록 어릴 때부터 아이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기 하여(→계발하기 하여) 

여러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좋다) 그 에서 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꼭 필요하다) 학생들의 참재 재능을(→잠재된 능력을) 개발할(→

계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수가(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이것은) 학부모들의 환응(호응)을 많

이 받고 있다. 학생들이 수학, 물리 등과 같은 닥닥한(→딱딱한) 수업 시간 외에 음

악이나 미술과 같은 재미있는 수업을 받게 되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  면에서도 충 되고 다른 수업의 효과를 늘릴(→높일) 수 있기도 한

다.(→있다)

술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효과가 크다) 이러한 

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친구(들)과 같이 재미있고 보람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보낼 수 있고) 학교 생활을 지루하지 않게 하는 도움이(x)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을 통해 음악이나 미술 등 술 인 분야에 ( 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견

해서 지속 으로 교육시키면 앞으로는(→앞으로) 그 학생들이 어떤(→여러) 술 분

야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을  모르기도 한다(→있을 것이다).  그 지 않아도(x) 

술 수업을 진행하면서(→ 술 교육을 통해) 학생이 마음껏 놀고(x)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게 돼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술 교육은 필요하다). 모든 학생들은

(→이) 창학(학창) 시 을 재미있게 보람있게 지낼(→보낼) 수 있기 해서(→있도

록) 술 교육이 보편화해졌으면 한다(보편화되어야 한다).[H30.1644]  

[H30.1644]은 예술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앞 단락

에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근거로 ‘잠재 능력 개발’과 ‘재능을 발휘’

와 같은 비슷한 정보로 독자를 설득하고자 한다. 그 다음 단락에서는 예술 교

육의 효과를 언급하는데 다시 ‘재능 발견’의 내용을 진술한다. 재능을 발견한 

후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예술 분야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앞 단락의 정보과 비슷한 의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수정

하여 앞과 뒤 단락에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능력 발견 및 개발’의 역할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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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보다 구조의 체계성을 갖출 수 있고 주장의 설득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략)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들이 자연을 개발하면서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

고 심지어 멸종을 하는 종들이 생겨난다고 한다 인간들의 욕심으로 생태계를 괴하

는 도덕 으로 옳지 않고 먹이사는(먹이사슬)의 제일 인 인간들에게도 큰 타격을 

 수 있다. 이 문제가 지속으로 계속되면 극 으로 ㉯인간들도 멸종 기에 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연 개발을 하면 지구 온산화가 더 심해지게 된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 

요인은 이산화탄소이다. 그런 이산화탄소를 흡습하고 산소를 배출해 주는 요소가 나

무인데 자연 개발로 인해 나무들의 수가 어들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더 많아지면서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지면서 지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좀 씩 멸종하

면서 결국 거의 오는 생물들이 멸종을 피하기는 어려울 이다 (생략) [H34. 135]

[H34.135]은 자연 보호의 이유로 두 개 단락을 구성하였다. 첫째는 ‘동물의 

멸종’이고 둘째는 ‘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인데, ㉮, ㉯, ㉰의 위치에 각각 같은 

내용으로 ‘멸종’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두 번째 이유는 온난화 문제인데 

이 근거의 마지막이 다시 앞 단락의 멸종과 연결되어 있어서 같은 내용을 반

복하여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단락 구분의 불균형 문제

베트남 인 학습자들은 구조의 응집성과 관련하여 문단의 조직력 측면에서 

두 가지의 약점을 보인다. 첫째, 단락을 아예 나누지 않고 있다는 점과 둘째, 

단락을 균형적으로 구성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시로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

고자 한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이다. 한 아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할

지나 무엇에 심을 갖게 될지 처음에서 알기가 어렵다. [→아이는 각기 다른 재능

을 가지도 태어난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 아이의 재능을 알기는 어렵다.] 그래

서 되도록 어릴 때부터 아이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기 하여(→계발하기 하여) 

여러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좋다) 그 에서 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꼭 필요하다) 학생들의 참재 재능을(→잠재된 능력을) 개발할(→

계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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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학교 수가(→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이것은) 학부모들의 환응(→호응)

을 많이 받고 있다. 학생들이 수학, 물리 등과 같은 닥닥한(→딱딱한) 수업 시간 외

에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재미있는 수업을 받게 되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  면에서도 충 되고 다른 수업의 효과를 늘릴(→높일) 수 있기도 

한다.(→있다)생략[H30.1644] 

[H30.1644]는 예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진술한 글이다.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락 속에 몇 가지의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먼저 예술 교육

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예술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재능 개발’과 ‘정신적 충전 효과’ 및 ‘열쇠 효과’로 다른 수업에서도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정보는 한 단락으로 구성

하는 것보다는 각각 문단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재능 개발 효과’ 및 ‘정신적 

충전 효과’로 구성하면 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더욱더 설득력 있게 

내용을 전개할 수 있다.

③ 구조상 논리적 문제 

주장하는 글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논증 구조이다. 논증 구조를 통하

여 논리성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 인 학습자들은 주장을 전개하

는 데 있어서 논증 방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너무 직설

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베트남 인의 의식, 즉 담화 공동체 관습에서 나

온 글 쓰기 습관이다. 

( 략) 술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많다. 에 같은(→ 와 같이) 학생

들은 자신감을 갖을 수(→갖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술 교육을 통해 감정도

(→감정의 정화도) 많이 받을 수(→경험할 수) 있다.  술 수업은 학생에게(학생

들이) 스트 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그래서) 부분(→ 부분의) 

학생들이 음악이나 미술 수업을 아주 좋아한다.

한마디로(→다시 말해) 부터 재까지 술 교육은 학교에서 없을 수 없는(→

꼭 필요한) 교육이다. 그런데 술 교육은 더 잘 진행할 수 있도록(→진행하기 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재까지(→아직까지) 교육자에게 아직도 큰 문제이다.(→남

아있는 큰 문제이다.)[H3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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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0.1642]는 마지막 부분에 글을 마무리해 나가면서 앞부분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강조하는 대신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글의 통일성과 주장

의 명료함을 떨어뜨렸다.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론에서 주장의 초점을 

흐리거나 주장 외의 다른 화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베

트남 인 학습자들은 주장을 다 펼치고 난 뒤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화제

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앞에 기술한 내용의 통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결론 부분에서 다른 화제를 제시하여 글 전체의 통일성을 방해

하는 것에 관한 문제는[S28.3401] 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의의 거짓말이란 상 방에게 진실이 아니는(→아닌) 말을 하는데 좋은 목 으로 

상 방 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것이다). 평생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단 한번

도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이 언제나 좋은 것이(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요한 은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어떤 거짓말인지 따라서 받아드리는 것은 다르다.

재의 복잡한 삶에(→사회에)(자재(?)와 같은) 사기꾼이 상당히 많다. 자기의 이

익을 해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 속는다(→속인다). 그런데 같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인데  사기꾼과 달리 상 방을 생각해 주고 혹시 말하려고 하는 진실 때문에 상처

를 받을까 서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선의의 거짓말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를 들으면 환자인에게 자기의 질병에 해 사실을 말하지 않고 계속 치료해 

주면서 정신 인 힘도 주고 이런 해동이 환자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지만 거짓말은 결국에 거짓말이며 사실은 알려질 때가 되면 충격 받는 경우

도 아주 많다. 그런데 에 쓴 의견처럼 만약 사실에 향을 아주 크게 미치 않는다

면 서로 생각해 주면서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서로 

생각해 주는 민간과 민간의 계 의 하나의 문제이다.[S28.3401] 

[S28.3401]은 기본 단어 사용이 많이 부족한 글이다. 또한 의미 파악이 어

려운 문장, 나열식의 문장이 많아 정확한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첫 

번째 단락에서는 거짓말 중에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언급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개념과 상황을 예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 부분

에서 주장이 응집성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화제를 제시함으로써 주장을 흐리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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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락 구조 

  ① 긴 문장의 사용

고급 학습자들은 문장이 길수록 본인의 문장력이 더 좋게 보인다는 생각으

로 한 문장에 여러 가지의 정보를 넣어서 길게 꾸미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논리성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긴 문장보다는 의미가 정확하며 간결한 문장들이 

더 바람직하다. 

( 략)이 세상에 무한(→무한한) 것이(→은) 없다. 자연을 아끼지 않으면 잃어 버

릴지도 모르겠다.[→자연을 보존하지 않으면 자연이 고갈될 것이다]. 잃을 때야 자연

의 가치를 이해게 되지 말고 날마다 자연을 함께 보호하는 게 좋다.( 략)

인간은 오래된 시간동안 자연을 함부로 사용했으니 이제 자연뿐만 아니라 재원(→

천연자원) 보존하고 개발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는 것 같

다.[S34.109]

[S34.109]에서는 마지막 문장이 불필요하게 길다. 간단하게 ‘그러므로 자연

을 함께 보호해 나가자’, ‘그 동안 함부로 자연을 개발하여 자연이 고갈되고 

있다. 이제는 자연 보존에  집중해야 한다’ 등과 같은 간단하고 명료한 문장으

로 써야 한다.

( 략)㉮그리고 이러한 수업을 통해 음악이나 미술 등 술 인 분야에 ( 한) 재

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견해서 지속 으로 교육시키면 앞으로는(→앞으로) 그 학생들

이 어떤(→여러) 술 분야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을  모르기도 한다(있을 것이

다).  그 지 않아도(x) 술 수업을 진행하면서(→ 술 교육을 통해) 학생이 마음껏 

놀고(x)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게 돼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술 교육은 필

요하다). 모든 학생들은(→이) 창학(→학창) 시 을 재미있게 보람있게 지낼(→보낼) 

수 있기 해서(→있도록) 술 교육이 보편화해졌으면 한다(→보편화되어야 한다). 

[H30.116]

[H30.116]은 예술 교육의 효과로 ㉮처럼 긴 문장을 기술한다. ㉮을 분석해 

보면 세 개의 문장으로 다시 쓸 수 있다. [예술교육의 효과는 음악이나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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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재능을 교육을 통해 지속적

으로 키울 수 있다. 이는 예술의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문장이 길수록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관계가 복잡해지고 결국 비문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고급 문법과 어려운 단어로 문장을 만들려고 해도 문

장 자체가 틀리면 주장 전개에 아무 소용이 없을 뿐더러 글의 논리성과 통일

성을 잃게 된다.

 ② 접속사의 오용으로 인한 연결성의 문제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지는 데에는 접속사들의 역

할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인 학습자의 글에서는 두 가지의 특징

을 볼 수 있다. 하나는 다양한 접속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과 또 다른 점

은 많은 접속사를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연결의 자연스러움이나 문맥의 논

리성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시 [S34.13]에서 접속사 잘 못 사용한 예로 연결성의 문제를 확

인할 수 있다. 

우리 살고 있던 지구는  늙어지고 있다. 외냐하면 사람의 잘 못 한 생각으로 

자연에게 오염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을 개발해야 한다

는 주장이 있다. 상식 로 말하자면 에 주장을 둘이 동시에 진행하면 좋다. 그 지

만 하나 더 요하는게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에 다시보면 지구

가 사람을 생기기 에 있었던 단한 행성이다. 자연을 지구의 특별한 자산이다.

사람은 태어난 후 자기 생활하기 해 자연을 괴했다. 60억년에 만들어진 자연

은 8천년만에 사람 때문에 심하게 오염되었다.

그래서 이시 에는 개발하기보다 자연을 보존 책을 우선 설립하고 진행해야 된

다. 원래 없고 오염되면 개발해도 소용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더하기는 자연 보존에 해 지식이있고 책임을 진 사람이 인간이다. 우선 보존하면 

사람 공동에 습 처럼 될 일이다. 그래서 나 에 더 오염되지 않고 개발 작업에게 

더 순조로운 일이다.

실제 으로 개발 작업은 사(다)소 사람은 할 수가 있다. 자연을 보존하는 것은 오

히려 부분 사람을 챙겨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 회복하도록 보존부터 해야되

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한 두명 어려운 일인데  세계 노력하면 자

연을 방 구한다. [S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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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4.1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글을 전개해 나가면서 ‘그래서, 그러

나, 그런데’와 같은 접속사를 사용하였다. 눈에 가장 많이 띄는 접속사는 인과 

관계를 연결하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이다. 문장 구성에서 주장을 하고 근

거를 설명하며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정확하고 명쾌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처음에는 ‘그래서’를 사용하였다. [‘환경오

염 때문에...’ ‘그래서 이시대에는 개발하기보다 자연을 보존 대책을 우선 설립

하고 진행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자연 보존을 습관으로 공동에서 기울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환경오염을 막힐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 보존을 여

러 사람이 같이 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자연의 상태를 원래로 회복시킬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한 가지 접속사를 반복하는 것보다 다양한 

접속사를 사용하는 것, 즉 ‘따라서’나 ‘그러므로’와 같은 접속사로 대체하는 방

법을 안다면 글의 문맥을 자연스럽게 구성할 수 있다.

또 다른 접속사 사용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와 같은 구어체의 접속사가 

글에서 비교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S34.19]에서 ‘그렇기 때문에’의 용법을 확

인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가 발 할 수 있도록(→발 하기 해서) 인간은 자연을 개발하고있는

데(→개발해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발 보다 우리가 피해를 더 많이 받았던 것 

같다. 그 기 때문에(→그러므로) 지 은 가장 부합한 것은(x)(→필요한 것은) 자연 

개발이 아니라 자연 보존  회복이 (라고 생각한다( 요하다)). 우리 후세를 한 

올바른 자세이다. [S34.19] 

[S34.19]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신 ‘그러므로’로 바꾸어 쓰면 문어의 특징

에 보다 알맞게 된다.

 (3) 언어 사용

주장하는 글은 필자의 견해나 생각을 정확히 내세운 다음 근거와 필요한 정

보들로 그 주장을 설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표현과 문형들을 동원해

야 한다. 담화 표지 사용도 설득 목적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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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습자들은 표현 사용에서 가장 큰 약점을 보였다. 어휘 선택이 문맥에 적

합하지 않거나, 잘못된 어휘 사용으로 인해 필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한 표현을 베트남 어로 번역하여 어색한 문장이 많거나 한

국어 관용 표현들을 정확히 사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주장과 근거의 명료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문법의 활용이 바르게 하지 못하면 문장 전체의 의

미가 불분명해지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게 된다.

 ① 어휘, 표현 및 문법 오용으로 인한 주장 약화

주장하는 글은 필자의 견해나 생각을 정확히 내세운 다음 필요한 근거와 정

보를 사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단어와 문형들

이 적절하게 동원되어야 한다. 

아래 예시 글에서는 몇 문장에서 ‘-라고/다고 생각하다’의 간접인용 문형이 

계속 나타난다. 견해와 생각을 서술하는 것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라

고/다고 생각하다’라는 문형을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주장의 강도를 약화시

킬 수 있다. 또한, ‘만약’, ‘왜냐하면’도 글 속에 여러 번 등장하게 되면 독자로 

하여금 주장이 단지 필자의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여기게 만든다. 따라서 정보

의 사실성과 설득성을 위해 적절한 어휘와 문형을 선택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선의의 거짓말이란 사실과 달리 어떤 사건을 꾸미는 말입니다. 선의의 거짓말 거

짓말을 언제, 그리고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합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라고 생

각합니다. 만약 어떤 한 친구는 운이 좋지 않아 암병에 걸렸는데 그 사실은 아직 알

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만 의사 선생님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럴 경우, 당신은 

선의의 거짓말을 할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친구는 그 사실을 알

게 되면 삶에 한 흥미는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를 들

어 학시험 보기 비하는 학생은 시험실에 들어갈 당시에 그 친구의 엄마가 교통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친구에게 

방 말하지 않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십시오. 그 후에 시험 보기 끝났은 그 친구에게 

말하면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 두 가지의 선의의 거짓말을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이 가질 수 있는 문제 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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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그 거짓말을 받게 된 사

람의 계가 나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받게 된 사람은 존 하지 않게 되는 

느낌을 쉽게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친구와 계속 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둘째는 원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다. 다른 사람

을 속여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지 않기도 하고 후회할 느낌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체 으로 말하면 선의의 거짓말은 정 이기보다는 부정 인 것

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H28.1102] 

또 다른 특징으로는 어휘, 표현, 문법 측면에서 베트남 어 전이 현상에 의한 

번역투 표현이나 한자어가 들어간 한국어 어휘, 표현, 문법을 정확히 사용하지 

못하여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속담 중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 대신에 ‘쓴 약이 

좋은 약’으로 쓰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베트남 어에서 전이된 표현이다. 

‘때로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악이 될 수 있다’고 한국어 관용 표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약’의 반대 의미는 ‘독’으로 써야 맞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현상을 바르게 고친다면 ‘생사를 오고가는~’ 대신 ‘생사를 넘나드

는~’으로,  ‘거짓말은 날이 두 개 있는 칼’ 대신 ‘거짓말은 양날의 검’, '하늘에 

벼‘(별) 따기’ 대신 ‘하늘의 별 따기’, ‘하얀 거짓말, 착한 거짓말’ 대신 ‘선의의 

거짓말’, ‘반작용’ 대신 ‘부작용’으로 써야 한다.

② 표지 사용의 문제

주장하는 글의 표현 측면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표지 사용’을 평가 기

준에 포함시켰다. 이는 어휘와 문법 측면에서 설득을 위한 베트남 인 학습자

의 표지 사용 양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확인하고 앞으로 교수 학습 내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베트남 인 학습자가 주장하는 

글 쓰기에 나타나는 표지 사용 양상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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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적, 반복적 표지의 사용

베트남 인 학습자의 담화 표지 사용 양상은 단순하게 접속부사들로 국한되

어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는 문장 간에 그리고 문단 간에 적절한 접속부사를 

사용하는지의 여부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설득 구조나 논증적 쓰기에

서는 다양한 표지들이 사용된다. 표지를 잘 활용하면 주장, 근거 뒷받침에 도

움이 되며 적절한 문형과 어휘를 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글을 분석한 결

과 베트남 인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지는 ‘그래서, 그런데, 그렇기 때

문에’ 등과 같은 접속부사였다. 

하지만 표지를 사용하는 데서 문장 호응 오류가 나타났다.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 등과 같은 나열 표지에서 서수 다음에 ‘-이다’, ‘-것이다’로 문장이 호

응되어야 하는데 ‘-ㄴ다’로 써서 호응이 되지 않는 문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음의 예문에서처럼 인과 관계를 언급할 때 ‘왜냐하면’을 쓸 경우 뒤에 

‘-(이)기 때문이다’와 결합해야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호응 관계에서 여러 차

례 오류를 보였다.

하지만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지만(x) 조심해서 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

길 때도 있다[→하지만조심해서 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때도 있 선의의 

거짓말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이유는 자연이 무궁무한 것이 아니다. [→첫째 이유는 자연이 무궁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후세의 삶에게 향을 미치는 것이다.  (→주어가 삽입되어야 함)-둘

째 이유는 자연 보존이 후세의 삶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셋째 이유는 지  자연을 잘 보존하면 훗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이유는 지  자연을 잘 보존하면 훗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

다].[H28.1342]

  ㉯ 부적절한 표지의 사용

접속 부사를 부적절하게 쓰거나 ‘그러므로’ 대신에 문어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 문장이 어색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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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많다. 에 같은(→ 와 같이) 학생들은 

자신감을 갖을 수(갖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술 교육을 통해 감정도(→감정의 

정화도) 많이 받을 수(경험할 수) 있다.  술 수업은 학생에게(→학생들이) 스트

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그래서) 부분(→ 부분의) 학생들이 

음악이나 미술 수업을 아주 좋아한다. 

한마디로(→다시 말해) 부터 재까지 술 교육은 학교에서 없을 수 없는(꼭 

필요한) 교육이다. 그런데 술 교육은 더 잘 진행할 수 있도록(→진행하기 해) 어

떻게 해야 하는지(는) 재까지(→아직까지) 교육자에게 아직도 큰 문제이다.(→남아

있는 큰 문제이다.) [S30.3308]

언제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일까? 많은 상황에서 거짓말을(은) 안 되는 일

이지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개념(것)이 있다. 그러나(→그래서) 거짓말 에 나쁜 거

짓말과 선의의 거짓말은 구분해야 된다.[H28.1027]  

주장하는 글은 주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단정적인 표현의 표지를 필요로 하

기도 한다. 그러나 베트남 인 학습자의 경우, 단정적인 표현의 표지보다 ‘-ㄹ 

것이다, -라/다고 생각하다, -ㄹ 것 같다’와 같은 완곡 표현의 표지를 선호하

는 모습이 나타난다. 지나친 완곡 표현은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는 문형이나 문법을 잘못 선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논증 관련 

표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도 볼 수 도 있다.  

 3) 사회적 맥락 측면 

문자 문화의 속성상 쓰기는 말하기와 달리 반드시 보편 독자를 고려해야 한

다. 민병곤(2008: 119~120)에 의하면 독자의 층위는 목표 독자(target 

reader), 실제 독자(real reader), 보편 독자(universal reader)의 세 가지 층

위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신수사학의 ‘보편 청중(universal audience)’에 해당

하는 보편 독자는 해당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언어ㆍ문화적 관습과 기

대를 바탕으로 필자, 목표 독자, 실제 독자에게 표상과 인식의 준거를 제공한

다. 주장하는 글 쓰기에서 보편 독자를 고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독자는 해

당 논제에 대해 필자와 입장을 달리하며 논제에 관한 필자와의 소통 맥락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반면 필자가 제시한 이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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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추론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필자가 내린 결론과 주장에 동의

할 것이라는 전제를 내포한다.

주장하는 글 쓰기의 목적은 자신의 주장을 독자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상대

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논리적인 설득을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감정에 호소하는 것

도 설득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주장하는 글에서는 이성에 호소하여 글을 

읽는 독자의 판단을 움직이게 한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인 과정으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하며, 주장에 비약이나 오류가 없어야 

한다. 또한 주장하는 글을 작성할 때 독자와의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

느냐에 따라 인칭 대명사를 선정하게 된다. 

베트남 인 학습자의 글에서는 독자 설정의 혼동으로 인한 다음 두 가지 특

징을 볼 수 있다.

(1) 독자 설정

 한국어는 베트남 어에 비해 경어법이 발달되어 베트남 인 학습자를 비롯한 

많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이를 어려워한다. 베트남 인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을 

보면 인칭 대명사 ‘나’나 ‘우리’ 대신에 1인칭을 ‘저, 제’로 쓰거나, 2인칭을 

‘여러분’으로 쓴 경우가 있다. 하위 집단의 글에서는 문어의 특징을 잘 몰라서 

종결어미를 ‘합쇼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글 속에서 

은근히 독자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었다. 

는 등학교 때 음악과 미술을 공부해 봤다. 음악과 미술을 공부하게 된 것은 

에게 흥미를 주었다. 제 생각에는 술을 공부하게 된 것은 학생들에게 장 인 

것을 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러한 과목들을 배우게 되면 재미있고 쓰트 스를 

풀게 된다고 생각한다.(생략)[HCM.30.42] 

위 글에서는 문어체의 종결어미를 제대로 사용하였고 1인칭 대명사로  ‘나’

를 쓰지 않고 공손의 태도인 ‘저’, ‘제 생각’으로 썼다. 다음 [S28.3]처럼 글 

전체의 일부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만 ‘합쇼체’를 쓰기도 한다. 또한 다음

과 같이 글 도입 부분과 마무리 부분에 ‘합쇼체’를 쓰고 중간 부분에는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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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체를 쓰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세상에서 나는 거싯말을 한 이 없다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거짓말은 크게 구

분되면 선의의 거짓말과 악의의 것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의의 거짓말은 일부러 

남에게 크게 양, 한 일부러 남에게 해롭게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선의의 거

짓말은 무엇인가? 남의 기분이 상하게 않도록 아니면 남에게 도와 려고 할때에는 

그때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를 들자면 지베서 와이 가 요리를 별로 못

하는데 밥해 때에는 남편이 맛을 보고 하나도 맛이 없는데 격려식으로 잘했다고 

하면 나 에 와이 가 신이 나서 더 많이 노력하겠다. 아니면 직장생활에 동료에게 

도와주는 뜻으로 상사에세 조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그 거짓말은 

업무에 해를 안 주는 것이어야 된다. 어떤 동료가 와이 가 출산하고 애기가 한살이

다. 아침에 직장에 가더라도 출근하기 에 밥해야 되고 애기를 학교까지 태워 주어

야 되어서 몇날 늦게 왔다. 동료가 5번이상 지각했다. 한번만 더 지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상황에 동료에게 도와주어야 되죠? 실은 상황마다 선의의 거짓말으로도 

되고 악의의 거짓말이라도 자주 남용하면 나 에 남에 믿음을 못 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해서 조심해야 된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고 만약 선의의 

거짓말때문에 나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잘 해석해야 되고 사실 로 얘기해 주고 나

쁜 결과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S28.3]

첫 문장에 ‘이 세상에서 거싯말을 한적이 없다는 사람이 없다'처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와 ‘그러나 거짓말은 크게 구분하면 선의의 거짓말과 악의의 

거짓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와 마지막 부분의 ‘그러면 잘 해석해야 되고 사실

대로 얘기해 주고 나쁜 결과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와 같

이 의견을 언급할 때만 ‘합쇼체’를 썼다. 

주장을 전개하면서 독자와 필자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여 1인칭을 ‘나’나 

‘우리’로 표현하는 것이 주장하는 글의 장르에 맞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 제 생각, 제 엄마’와 ‘-ㅂ/습니다’체로 종결 어미를 쓰는 것은 학습

자가 처음에 독자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다. ‘합쇼체’의 용법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쓴 글을 읽어 준 사람에게 존경을 표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

다. 

또 다른 예시로 다음 [S28.3428]의 글을 살펴보자.

인간이 살아가면서(은) 언제나 떳떳히, 거짓없이 살고 싶은 데(→살고 싶어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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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삶)이 그 게 편리하지(→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x). 까끔(→가끔) 어쩔 

수 없이 남한테(→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야 할 일이 생긴다. 그런데 상 방에게

(이) 그 거짓말로 인해 해롭지 않고 이롭게 되면(→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바로 선

의의 거짓말이다. 남에게 방해되지 않고 남의 형편을 좋게 하기 해 선의의 거짓말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를 들면 나와 친구 한 명이 다랏 ( Da Lat) 학에 와서 

입학 시험을 본 이 있다. 그 때는 고향부터(→에서) 친구의 어머니가 심한 병으로 

입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 내가 알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거짓말로 그의 어머

니께서는 병이 많이 나왔다고 했다. 시험이 끝난 후 친구에게 사실 로 알려 주고 

같이  바로(→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 때는 친구에게 일  알려 주면(→알려 주

었더라면) 아마 이제는(→지 ) 같은 반에서 공부헐 수 없다고 생각한다.(→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왜냐하면 

(‘선의의 거짓말로’) 해를 받을 때도 있다(→있기 때문이다). 그 오해로 인해 우정을 

해지면 아쉬운 (→해칠 수도 있으니) 언제나 잘 생각하고 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말을) 잘 표 해야 한다. (그리고)선의의 거짓말이라도  람용하고 을 하면  안 

된다. 떳떳히 살기 해이 뚜렷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x) 사람이기 때문에 실습

할 때가 꼭 있기는 하지만 그 실수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면 것은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이 의 생각합니다. [S28.3428]

이 글은 상위 집단에 속한 글로, 하위 집단의 글보다 내용 및 과제 수행, 구

조, 언어 사용이 잘 되었다. 다만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그것이 저의 생각

입니다’라는 문장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인 평가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베트남 인 평가자는 응시자가 자신의 글을 읽

고 평가한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로 사용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비슷한 경우로 마지막 부분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

니다’ 등과 같은 문장을 찾을 수 있었다. 

(2) 필자 의도

주장하는 글은 독자에게 필자와 같은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필자의 주장

에 적합한 논리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설득력 있게 필자의 주장을 전개하면 

독자는 이를 통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말하기의 방식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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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나 웅변처럼 상대방에게 요청하거나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에 적합한 구조가 아니다. 

( 략) 왜냐하면 우리는 개발하지 않고 보존에만 집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수십

년에 유지할 수 있지만 원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생활이 날날이 

발 하고 화학물도 많이 있어서 보존된자연이 우리 생활을 도와  수도 없습니다. 

이 이유는 생활경제측면에 있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측면에 상상해보세요. 

(생략) [S34.9]

한국이나 베트남의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후 바로 하교에 다니고 싶다고 

항상 생각한다. 왜 그 게 생각합니까? 나 에 좋은 회사에 다닐 수 있고 돈을 많이 

얻을 수 있고 나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등과 같은 것을 생각한다. 도 그 게 

생가합니다만 다른 생각도 있다. 학의 역할은 사람한테 미래를 보여 주는 것인다.

왜 그 게 생각합니까? 여기의 미래는 항상 좋은 미래 아니다. 미래는 자기 자신만 

결정할 수 있다. 학교는 열고 있는 정문처럼 것인다. (생략) [H32.98] 

[S34.9]와 [H32.98]은 독자가 필자의 요구 사항을 잘못 인식하는 오류를 

나타내고 있다. 의사소통의 목적은 필자의 주장에 따라 독자도 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H32.98]는 대학의 역할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대변

하고 있다. 독자에게 질의하거나 제의하는 목적이 아님에도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 누군가에게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3. 글의 수준에 따른 분석

 1) 하위 집단의 특징 

 (1) 주제의 이탈

하위 집단의 글은 내용과 과제 수행 항목에서 점수가 많이 낮았다. 이는 필

자가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내용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이다. 제한 시

간 안에 정확하게 핵심 내용을 구성하여 글을 전개하는 대신 필자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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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적 쓰기나 경험담 쓰기의 방향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처음부

터 주제를 잘못 설정하면 글의 구조가 짜임새 있더라도 또는 언어를 잘 사용

했다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없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이는 

제목만 제시되는 단순한 과제 형식에 익숙해진 결과로 짐작된다. 일반적으로 

수업에서 교사가 “대학교 후 진로”, “대도시 생활”, “자연 보호” 등과 같이 쓰

기 과제를 간단한 제목으로만 제시하여 학습자가 그 제목에 관해 자기 생각을 

서술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다. 실제 평가에서는 작문 문항에서 요

구되는 사항들이 필자에게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나, ‘자연 보호’, ‘미술 

교육’과 같은 핵심 용어들만 추출해서 글을 쓴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32회 문항은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대학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는가?’와 ‘대학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

가?’라는 두 가지 내용을 서술해야 했다. 그러나 아래 [S32.4]와 [S32.52]의 

경우, 주제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글을 전개하며 주로 필자의 대학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이기에 아무리 글을 잘 썼다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으며, 하위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는 학을 올라가기 에 내가 학교에서 공으로 무엇을 공부할까 공부하기

만 할까 해사도 열심히 공부할까 계속 고민하 습니다. 그러나 학생 사학년을 되

었을 때 옛날의 고민이 거의 없어졌는 것 같습니다. 등부터 고등까지 공부하기만 

하면 되지만은 학 때 그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 로 우리 목 이 달라집

니디. 에 부모님이 자랑하게 만들고 좋은 성 으로 졸업할 수 있게 하기 하여  

최선 공부했습니다. 자의 학시간과 달리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게 쉽게 생각하면  로 안 됩니다. 학교 졸업한 순간이 취업한 순간이라는 말

이 맞습니까? 그런 생각을 사년동안 갖고 있었으니까 머리속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라는 칠문이 갔다왔습니다. 학생이라는  공부 잘 해야 되는 것만 부족하고 사

회 인 경험과 직장에 한 경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후배 계도 교수님들과 

계도 좋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 에 그런 것 같은 계덕분에 우리가 좋은 

직장을 찾아 낼 수가  있는  모르겠습니다. 학의 행사와 축제를 통하여 좋은 사

이도 맺을 수 있고 단하신 분들의 이야기들도 감상할 수 있고 특별한 자신감이 생

깁니다. 틀림없이 학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사회입니다. 그런 작은 사회에서 

자신감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잘 할 수 없으면 바로 우리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학 시간부터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잘 찾아내고 실제로 

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S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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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2.4]는 첫 문장부터 ‘대학교’라는 어휘만 언급해 놓고 대학의 역할이 아

니라 대학생으로서 어떤 자세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 

이후의 내용도 대학생의 올바른 태도 및 자세만 언급하여 과제의 핵심에서 벗

어나 글을 작성했다. 따라서 필자가 쓴 내용이 아무리 논리적, 설득적으로 전

개되었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 다음의 글도 주제와 핵심 내용 파악에 

실패한 예이다. 

직장할 사람의 생각에는 학이 제일 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을 공부할 

곳을 선택할 때 잘 고려야 합니다. 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있고 미래의 직업을 

비하는 곳을 좋아 합니다.

. ,고등학에 비해서 학이 완 히 다른 과정입니다. 등학교, 학교와 고등학

교에서 문학, 수학, 역사, 지리와 사회등 기본 지식에 해 많이 배우는 데 학교에

서 학문과 일하려고 배울 지식에 해 많이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학문에 따라

서 학은 공부할 곳을 선택합니다. 를들면 아를 배우면 국, 호주, 미국등 어

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과학자 기술이 공이면 발 한 나라에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처럼 하국어를 배우면 당연히 한국에서 공부해 야합니다. 

학문을 해 공부할 곳을 고르면 도 좋은데 다른 요건도 필요합니다. 를 들어서 

분 기와 생활요건에 해 생각하기도 합니다. 공부 분 기가 안 좋으면 학교는 

학생이 많으면 고르지 않습니다. 생활 요건이 안 좋으면 안 하지 않은 나라에서 

학을 공부하면 도 무섭습니다. 

학생활을 잘하기 해서 고등학생 때 비하면 좋습니다. 지식과 생활능력을 많

이 비하면 좋습니다. 외국어 유학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돈도 비해야 합니다. 그

리고 꿈을 키우면 좋습니다.

는 에 어려움이 많아서 학생 때 한국어 유학하기 못 했는데 석사를 유학

하기 해서 많이 노력합니다.[S32.5492] 

‘대학의 역할과 그 역할 수행을 위한 요건’이라는 같은 주제를 기준으로 하

여 [S32.5492]의 내용을 확인하면 주제 핵심 내용 파악에 실패한 예라는 것

이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대학을 선택할 때 어떤 요건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서술하였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 대학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고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는 곳’으로 영어를 공부하려면 영국, 과학을 공부하려면 

과학이 발전한 나라와 같이 ‘전공에 따라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

술하였다. 이는 과제가 요구하는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글을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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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구조의 불균형성

구조의 체계성을 가추기 위해 ‘시작과 마무리를 적절하게 구성’, ‘내용의 전

환에 따라 단락을 적절히 구성’, ‘단락 간의 연결이 긴 하며 자연스러운가’ 등

을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글이 ‘서론’, ‘본론’ 과 ‘결론’으로 구성되는 것처럼 

한국어능력시험에서도 글의 처음과 끝 부분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그 구성에 

따라 적당하게 단락을 나누었는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는지를 본다. 즉 글

을 쓸 때 도입 부분과 끝을 맺은 부분, 그리고 내용의 균형을 위한 단락으로 

구성하는 글의 조직에 관한 것이다. 

아래의 [S32.16]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뉜다. 처음 시작하는 단락에서 과제 수

행의 요구와 달리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대학 이전의 과

정인 초, 중, 고교 교육을 이야기하고, 마무리 부분에서는 ‘대학이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는 곳이라서 배울 분야를 조심하게 고르는 것이 좋다’라며 대학의 역할을 

‘직업을 준비하는 곳’으로 강조하고, ‘배울 분야를 조심하게 고르는 것이 좋다’라

는 조언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서 글의 구조상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베트남과 한국사람들에게는 인간의 평생 인 생활이란 학습 3과정을 꼭 지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학교,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다. 그런 과정은 생활에

서 일상 인 지식을 쌓이며 도득 인 자신을 쌓는 과정이다. 

지구의 사물들은 어떻게 나타는지 우주들의 물체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배울 

수 있다. 한 고등학교에 끝낸 후에 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베트남에 학

교에 들어가는 학생의 수량이 지만 한국에는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이 많다. 그

래서 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 생각에는 , ,고등학교가 학문을 한 곳이데 

학교는 미래의 직업을 비하는 곳이다. 학은 고등학때 배웠던 견식을 정확하게 

깊게 구체 으로 부양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때도 자기 자신의 직업상 

견식을 장피할 때다. 제 친구 에서 어학, 회계, 인문 등에 한 문을 골라 배우

는 친구도 있다. 를 들면 내 공은 한국어 공이다. 졸업한 후에 통역원이나 가

으드가 되기 해 학습과정 에 한국문화, 역사, 경제,정치그리고 한국사람의 사고방

식에 해 배워야한다. 이때는 내가 고등학때 배웠던 세계역사, 문화, 지리등의 견식

을 뒤찾아 학에 도입한다. 그런데 학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해서는 어떤요건

을 갖추어야 하는가? 첫 번째 고른 공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다. 둘째, 끈질지외 

열정이 성공의 열쇠다. 그리고 고등학때의 지식도 요한 것 의 하나다. 학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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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직업을 비하는 곳이라서 배울 분야를 조심하게 고르는 것이 좋다. [S32.16]

이 글은 단락의 구성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단락으로 조직한 점은 드러나지만 그 후에는 단락의 구분이 없다. 따라서 단

락 간의 연결에 대한 점수도 받을 수 없었다. 이렇듯 한 단락에 지나치게 많

은 정보가 뒤섞여 있는 글은 고쳐 쓰는 과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체계적

으로 정보를 구성하면 글의 체계성과 의미 전달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학

습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3) 초급 수준의 언어와 문법 사용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차이는 어미와 조사 사용에서 크게 나타난다. 어

미와 조사의 활용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대부분 어려워하는 

점이다. 그런데 베트남 인 학습자들의 경우, 상위 집단의 응시자들은 일반적으

로 어미나 조사의 활용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결형 어미의 활용

에서 많은 오류가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어휘와 표현은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차이가 가장 많은 항목이다. 이는 고급 

수준의 어휘와 표현을 다양하고 정확하게 쓰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또한, 

논리적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데에 적절한 문형들을 필자가 얼마나 잘 선택해

서 글쓰기에 적용하는가의 문제이다. 하위 집단의 필자는 일반적으로 어휘와 

문법 사용에 있어 많은 한계를 보여준다. 고급 수준에 적절하지 않은 쉬운 단

어들을 선택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어휘들을 사용함으로 의미가 불명확하게 된 

경우가 많다. 또한 통사적으로 단문 위주의 초급 문법을 선호하거나 복문의 

호응관계가 어긋난 문장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각종 구두점의 적절하게 활용

하지 않는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연결어미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문장과 문장 

사이, 단락과 단락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에 띈다.

선의의 거짓말이란 ㉮단사람에게 기분이든 ㉯마음이 아 지 않게 말한것이다. 우

리는 생활에 살아보면 모든 사람이나 꼭 한번 선의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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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 “엄마가 음식이 있을때 애기한테 먹으라고 한다. 애기는 엄마한테 엄마

같이 먹자고하는데 엄마는 엄마가 많이 먹었다.  먹라” 그건 경우도 선의의 거짓

말이다.

엄마가 그 게 얘기하면 ㉰애기가 “엄마는 먹었구나” 생각하면서 마있게 먹을 수 

있다. 엄마는 애기가 마있게 먹기보는거도 기분이 좋는다.

한 학교친구는 3명이 같이 놀아갈때 한명이 나만는 둘이 사랑사이를 알고있으

니까 이 게 이야기한다 “나 좀 할 일이 있으니까 먼  갈게” 근데 사실은 할일이 

있는 것 아니다.

그 기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을 상 방에게 생각하기 해 언제나 어디나 다 ㉱필

요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가질 수 있는 문제 은 오해될 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을 할때 잘 생각하여 용해야 된다. (생략)[S28.24] 

[S28.24]은 단어 선택의 수준이 ㉮, ㉯, ㉰처럼 초급으로 나타난다. 글에서 

사용한 ‘단 사람, 마음이 아프지 않게’는 ‘남, 속상하지 않게’ 등과 같은 표현

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사용한 어휘의 수준이 초급 단계에 그쳤

으며, 중급 수준의 어휘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예를 들면 “엄마가 

음식이 있을 때 애기한테 먹으라고 한다. 애기는 엄마한테 엄마같이 먹자고 

하는데 엄마는 엄마가 많이 먹었다. 너 먹라” 그건 경우도 선의의 거짓말이

다]처럼 간접 표현이나 복문의 구조에 나타나는 오류도 볼 수 있다. 이로 인

해 ‘언어 사용’영역에 점수를 획득할 수 없게 되었다.

언어 사용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H28.28]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의의 거짓말이란 ㉮남을 ㉯배려하기 해 하는 거짓말이다. 선의의 거짓말은 

거짓말은 나쁜 용도로만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다. 선의의 거짓말의 로는 

의사가 곧 있으면 죽을 환자를 진료하고 그 환자의 가엾는 가족들에게 괜찮아질 것

이라고 말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의사는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에게 슬픔, 고통 그

리고 망을 주지 않기 해 그러한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이럴 때와 같이 선의의

은 당자사 는 당사자와 련이 있는 사람들을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

다면 선의의 거짓말은 언제 필요한 것일까?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과 같이 당사자

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쓰여진다. 하지만 그것의 의도는 좋다.  하나의 

를 들자면 갑이라는 아이는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하

고 비 을 만드는 것을 느 다. 갑은 함께하려고 했지만 친구들이 그 게 놔두지를 

않아 슬퍼하고 있던  친구들이 깜짝 생일 티를 열어 줘 모든 오해가 풀렸다.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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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티를 해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 지만 선의의 거짓말에도 문제

은 있다. 첫번째 에서는 만약 환자와 가족들이 진실을 나 에 알게 되었을 때 

더 큰 충격과 망을 느낄 수도 있다. 뒤늦게 알게 될 수록 비할 시간은 어들고 

충격은 충격 로 받는 것이다. , 두번째 시에서는 갑이 극심한 외로움과 슬픔을 

느껴 티 에 극단 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내 생각에는 선의의 거짓말

은 분명 좋은 목 을 한 것이기는 하나 ㉱당사자에게 상처를  수도 있으니 최

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다. [H28.28]

[S28.24]에 비하면 [H28.28]에서 ㉮, ㉯, ㉰, ㉱의 어휘와 표현 사용에 대

해 차이점을 확인 할 수 있다. 내용을 전개해 나가면서 단어 및 문형 선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무슨 내용을 쓸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표시

하기 위한 어휘 및 문법의 수준도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글이 하위 집단에 속한 필자는 어휘와 표현 선택이 매우 한정적이

다. 비슷한 문맥에 하위 집단의 글은 ‘단 사람, 기분이 든 마음이 아프지 않게 

말하는 것, 엄마는 애기, 상대방에게 언제나 어디나’ 등과 같은 어휘와 표현을 

선택했지만 반대로 상위 집단의 글에서는 고급 수준에 맞게 어휘와 표현들을 

선택했다. 물론 이 특징은 베트남 인 학습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어 숙달도가 낮은 초급 학습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4) 주관적인 경험의 소재 사용 

주장의 근거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단호한 것으로 사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해

야 한다. 베트남 학습자가 흔히 주장을 내세운 글에서 문학적 표현이나, 시적 

표현, 베트남 어 속담, 격언 등을 추가 설명 없이 글에 인용한 경우가 있다. 

아래의 경우를 보면 [H30.41]에서 ‘마음도 더 예뻐지고 민요처럼 부드럽다’와 

[H32.103]의 ‘인간의 삶은 특별한 행정이라고 한다면 대학은 휴게소로 여길 

수 있다’와 같은 표현들은 필자의 주장에는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다. 글의 내

용이 추상적일수록 논리력과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러

한 표현으로 글 전체의 의미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도 있고 특히 한국인 독자

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요소들이 될 수 있다. 또한 문장을 우아하게 쓰는 

습관은 ‘주장하는 글’이라는 장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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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엄마의 배에 있었을 때부터 엄마의 목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는 바로 엄마의 노래 부른 소리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민

요를 꽤 좋아한 것 같습니다. 마음도 더 뻐지고 민요처럼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재학교에서는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주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H32.103]  

학이 미래의 직업을 비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삶은 특별한 행정이라

고 한다면 학은 휴계소로 여길 수 있다. 휴계소는 쉬는 곳뿐만 아니라 다음 행정에  

계속 빨리 뛰어나갈 수 있도록 비하기 한 곳이다. 학도 만찬가지고 그 게 

요한 역할을 잡고 있다. 그 역할은 바로 학생의 미래 직업 비이다.( 략) [H28.5]

그리고 베트남 인 학습자는 수사법을 즐겨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베

트남 어로 사고한 다음 한국어로 바꾸어 쓰는 것은 베트남 인 학습자들의 글 

쓰기 습관에서 나온 양상이다. 베트남 어로는 자연스럽지만 한국어에서는 어

색하거나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글을 쓸 때 이러한 사고방식

으로 글을 쓰면 베트남 어의 사고가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바뀌어서 표현과 구

조의 전이 현상이 일어 날 수 있다. 

 ( 략)좋은 삶이 될도록 우리는 지 부터 자연을 사귀고 친한 친구로 된다. 평생

에 같이 서로 보호해주고 좋게 행동해 다. 우리는 엄마, 아빠처럼 자연을 사랑해야 

자연이 다치면 우리에게도 좋지 않다.(생략)[S34.20] 

 자연은 인류의 집이다.  ‘아름다운 집은 무 지기 에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 소

한 우리 집을 보존하며 더 좋게 개발을 해야 한다. [S34.27]

위의 [S34.20]에서는 자연보호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를 ‘친구’, ‘엄마’, ‘아빠’라며 의인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S34.27]에서는 ‘자

연은 인류의 집’이라고 상징적으로 서술하면서 ‘집은 무너지다’는 표현을 썼다. 

이러한 문학적인 표현들은 주장하는 글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

하지 않다. 

다음은 베트남의 속담을 활용하여 쓴 글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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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의 문제는 그 거짓말은 맞은 상황이나 경우이고 맞는 시 , 맞는 곳…등에 

합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은 칼은 칼날 두개 있는 것처럼 것이다. 사

람과 같은 단 , 장 이 있다. ( 략)[H28.53] 

베트남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이 동물을 낳으시면 식물을 낳으시기 마련이다’ 라는 

말이 있다. 즉 동물과 식물은 상호 계로 긴 한 계를 유지해 오는 것이다. 자연이 

있다면 안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해 자연을 개발하는 것보다 자연을 그 로 보

존하는 것은 더 요하다.(생략)[H34.4] 

( 략)그 지만 가끔 그런 거짓말때문에 오해가 되는 가능성이 있다. 내 친구도 

마찬가지다. 내가 무심한다고 생각하면서 향후 나를 안 본다고 말했지만 그후 다시 

생각하여 미안한다고 했다. 남 한 거짓말을 말할때 그런 수가 있다. 당황이 좀 되었

지만 그런 때에 정신을 차려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실은 꼭 햇빛을 보게 

하기 때문이다.[H28.23]

위 예문을 보면 [H28.53]에서 ‘칼은 칼날 두 개있다’라는 말로 거짓말의 양

면성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어에도 ‘양날의 검’이라는 말이 있지

만 필자가 베트남 어의 표현으로 사용하여 문장이 어색하게 되었다. 그리고 

[H34.4]에서는 ‘환경을 보호하자’는 주장에서 ‘하늘이 동물을 만들면 먹이도 

만들어 준다’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베트남에서 환경과 자연에 대해 이

야기할 때 흔히 사용하는 속담이다. 자연을 무한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로 

베트남 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배경 지식(scheme)이 없는 한국

인에게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글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떤 목적으

로 쓴 내용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또한 [H28.23]처럼 거짓말은 영원히 그 

비 을 지킬 수 없다는 의미로 ‘햇빛을 보게 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표현 자체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며, 표현을 정확하게 사용하

지 못해 글의 논리성을 흐리게 한다.

베트남 소재의 사용과 관련하여 번역식 한자어의 사용이 있다. 베트남 어는 

60~70%의 한자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베트남 인들은 한자어의 조어력도 뛰어

나다. 그래서 베트남 인 학습자들에게는 한자어의 사용도 친숙하고 어는 단어가 

순수한 베트남 어인지, 어느 단어가 한자어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이다. 아래의 

예시에서는 한자어의 혼용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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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역할

교육은 사람에게 정말 요하다고 어렸을 때부터 사람은 학교에 가게 된다. 유치

원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마침내 학교이다.

옛날에 베트남에서 리새  학교를 세웠다. 그래서 학교육은 인간에게 요하

다. 먼  학은 학생에게 지식과 업무 직장에 한 인증한다. 두번째 학은 인생 

기능  교 , 기능 업무 기능 높이 하게 된다.

학은 역할 요하지만 학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해서 방법은 있어야 한다. 재 

학교가 많지만 학 질이 별로 좋지 않다. 졸업 학생율 후에 이을 찾기 높지 않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 이다? 첫째, 학교 부분 이설을 가르쳤으니 연습 은 것

을 가르치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것을 가르쳤지만 실제로 직장에서 용

할 수 있다. 그래서 학에서 문 과목을 가르치 뿐만 아니라 직장 기능을 가르치

는 것은 좋겠다. 를 들러서 컴퓨터 기능 련 인력  리  기능 등등이 있다. 학

교육만 변경하면 안된다고 학생의 생각도 변경해야 한다. 학생들은 학의 지식만 

공부하고 스스로 찾아야 한다. 를 들어 외국어를 공부하면  외국 사람과 같이 이

야기를 하는 것은 좋다. 능력은  높이 하게 된다. 그리고 문화 경제 정치 문학 

역사 여행도 공부한다. 외국회사에서 실습하면 좋겠다 . 외국어를 공부하지만 외국사

람과 같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능력이 좋지 않다.[H32.99]  

위 글에서 ‘인생 기능 및 교접(kỹ  năng sống và giao tiếp) 생활과 인간관

계에 필요한 지식, 대학 질(chất lượng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대학교의 수준, 

이설(lý thuyết) 이론, 전문 과목(môn học chuyên môn) 전공과목, 직장 기능

(kỹ năng công việc) 일에/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지식, 컴퓨터 기능(kỹ năng 

máy tính)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 인력 관리 기능(kỹ năng quản lý nhân sự): 

인사 관리에 관한 지식' 등과 같은 표현들은 거의 베트남 어에서 사용하는 한

자 어휘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이는 한자어 사용의 오류이며 동시에 번역

투 어휘의 오류인데, 초급 학습자에게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풍부

한 어휘력을 가진 고급 단계의 학습자가 새로운 어휘를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

하는 것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5) 구어체 표현

하위 집단의 글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구어체의 종결어미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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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글을 분석해 보면 종결어미를 ‘합쇼체’로 선택한 필자들이 많았는

데, 이에 따라 하위 집단의 89편 중 58편은 ‘사회언어학적 기능’ 총 3점에서 

1점 이하로 점수를 받게 된다. 이 항목에서 점수를 못 받은 이유는 종결어미

를 문어체가 아닌 ‘합쇼체’나 ‘요체’의 구어체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는 졸업했는 학생입니다. 는 음악과 술을 무 좋아합니다. 우리학교는 

종합학교인데 음악과 미술을 교육 안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으면 밖에 

있는 학당에서 배워 찾아야합니다.

처음에 배웠을때 무 어렵느라고 배우기는 힘들었습니다. 구나 이 어려운 기간

을 지내지 않으면 배우는 사람의 고생을 느끼겠습니다. 특히 기타를 배운 사람에게

는 손가락 들은 보다 더 나빠집니다. 한 미술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자주 그

림을 그리니까 미술공구를 색깔병등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색깔병들이 항

상 한다면 건강에 안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건을 공부하는데도 열정이 있어야 마지막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

고 삶과 사회의 무조건 필요한다고 깨들합니다. 음악은 쓰트 스트를 풀고 정신이 

편리하는 걸 도와  수 있습니다. 한 미술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생각되기를 도와

주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세상이나 풍경이나 어떤 얘기를 생각해야하더니 쁜 미술

작품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교육을 통해 좋고 완성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여건하나 입니다. 어

떤 고생을 얻는데도 다른 세상을 생각하고 그 고생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S30.15]

[S30.15]는 종결어미를 ‘합쇼체’로 통일하여 썼다. 학습 현장에서는 의사소

통 위주로 구성된 기능 통합형 교재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 대화문

에 나오는 종결어미가 ‘합쇼체’와 ‘해요체’다. 학습자가 가장 먼저 배운 구어식

의 종결어미가 너무 익숙해서 글을 쓸 때에도 습관적으로 그대로 적용했을 수 

있다. 글의 전체를 보면 ‘합쇼체’ 한가지의 종결어미를 잘못 쓴 경우가 많고 

‘합쇼체’와 ‘해요체’를 함께 쓴 경우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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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위 집단의 특징

주장하는 글의 특징에 따라 상위 집단의 취약점을 알아내는 작업은 등급별

로 모든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교수·학습 방안 마련하는 데에 보다 효과적이다. 

다음에는 상위 집단의 글에 피드백으로 제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집단의 특

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주장의 일관성 및 강도의 문제

과제의 요구는 필자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그

러나 베트남 학습자들은 양쪽을 모두 선택하여 글을 쓰거나 처음과 끝 부분에 

여지를 남기는 주장을 하였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잘 갖추어도 주장의 정확

성과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이는 주장하는 글의 내용면에서 볼 때 주장의 명

료성이 약하다. 그 이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한 쪽만 선택하지 않거나, 지나치

게 완곡 표현을 사용하거나, 결론 부분에 다른 주제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주

장하는 글 쓰기에서는 주장의 강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필자가 주장을 명

확하게 전개하려면 두 가지의 입장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적

절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문형을 

사용할 때 독자가 필자의 입장을 오해하거나 혼동하지 않도록 단정적인 표현

들을 통하여 끝까지 주장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요구된다.

상위 집단에 속한 글을 보면 주제는 정확히 파악하였으나, 그의 주장이 일

관성을 잃거나 부분적으로 미약하게 전개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부터 거의 부분(→ 부분의) 학교에서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술 교육의 필요성이 무엇인가?

학교에서 교육 과정에 술 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결정하기 에 교육자들은 

술 교육의 필요성을 찾았다.(x) 첫번째는 술 교육이 학생에게 자신의 술 재능을 

발휘하는 기회를  수 있는(→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많은 가수와 화가들은 

학교에서 술 수업에 통해 (자신의 ) 술 재능을 발견되었다(→발견하 다). 실제

으로(→실제로) 자신은(→이) 노래 잘 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을(→그린다는 것

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그러므로) 술 교육은 학교에서 없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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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되는) 교육이다. (생략) [H30.1642] 

[H30.1642]는 주어진 문제에 맞게 예술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분명

하게 제시하고 있다. ‘예술 교육은 없을 수 없는 교육이다’라는 표현으로 주장

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필요성과 효과도 단락을 구분지어 짜임새 있게 잘 드

러내고 있다. 또한 예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문장을 덧붙여서 근거에 설득력이 더해졌다. 다

만 마지막 문장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여 글의 통일성과 주장의 명료함을 

떨어뜨리고 있다.

재 인간의 (→인류의 과학기술의) 발 이 자연에 미치는 문제는  심각해진 

(지고 있다) 문제이다(x). 자연을 그 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인간을 해 

자연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거니와(→있는데) 자연 보존보다 자연 개발은(→

이) 더 요하다고 생각한다.

지 까지 자연은 인간의 “집”이라는 역할을 해왔다. 인간은 자연에(서) 살 뿐만 아

니라 자연덕분에 존재할 수 있다. 인간의 문화, 사회, 명 등은(이) 발 하게끔(발

할 수 있도록) 자연 자원을 개발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고자 하면(→다시 말해) 자

연은(→자연 개발은) 인간 발 에? 필요하다.

게다가(더욱이) 자연 특히 자연 자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낭비될 것이다. 자연의 

가치  “사용”(→이용)라는 가치는 하나이고(→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활용되지 

않으면 자연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연을)그

로 보존(하기)보다 자연 개발은(→이) 더 유익할 것이다.

아무쪼록 자연 개발은 자연 괴(라는) 뜻이 아니고 (자연을)사용하면서 보존하는 

것이다. 재 사람들은 부분 자연(을)개발하면 자연이 괴될 거라고 생각하거니와

(→생각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지  인간의 생각과 행

동을 자연을 개발하면서 보존해야 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하다. (→필요가 있다) 

[HN34.0504]

[HN34.0504]에서는 단락을 내용별로 나누어서 주장의 흐름을 따라가게 하

였다. 첫 부분에 자연 개발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자연 개발을 

해야 하는 근거로 두 가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자연 개발에 대한 오해를 말하

고 마지막 결론을 맺었다.

그런데 마지막 자연개발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 제시한 의견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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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지지한다는 처음의 주장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 부분 

역시 긴 문장을 사용하면서 글쓴이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되었

다. 내용 면에서 주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며 출발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장하는 

과정에서 모호성이 짙어졌다. 

( 략)나의 생각에는 자연보존과 자연개발이 둘 다 요한 것은 자연보존이 좀 더 

요하다고 생각한다. [3b]병 치료와 마찬가지로 병에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마련이다. 그 기 때문에 내 의

견에는 자연개발보다 자연보존이 더 시해야 하는 것이다.[H34.59]

[H34.59]에서 필자의 주장이 나왔으나 주장의 명료성이 보지 않고 ‘둘 다 

중요하다’의 의견에다가 ‘좀 더 중요하다’의 표현이 이미 확실한 필자의 주장

과 견해를 흔들리게 한다. 이 단락은 세 개 문장으로 구성했는데 그 중 첫 번

째 문장은 주장을 언급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병의 예방’을 강조하고 있으

나 앞 문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도 않고 마지막 문장의 전제가 되지도 않는

다. 세 번째 문장은 주장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자연을 중시해야한다’는 점

만 단편적으로 강조했다. 여기에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 선명한 근거, 

설득력이 더 강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2) 근거의 논리성 문제

주장을 제시한 후에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에서 하위 집단은 주관적

인 경험담이나 설득력이 부족한 정보를 제시하는 반면, 상위 집단은 근거의 

논리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근거를 선택할 때 설득력도 중요하나 논리성

으로도 독자의 공감을 유도할 수 있다. 

여러분 에 ‘갑자기 자연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

리는 살고 있는 환경과 삶의 편리해지게 열심히 개발하고 발 하는 자연자원이 사라

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무뿌리를 다 뽑고 나무가 자랄 수 없고 사라질 것이며 자연자원을 막 개발하면 

고발해질 것이다. 그런 걱정이 있는 사람은 자연을 그 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간을 해 자연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의 생각에는 자연보존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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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이다. 물론 자연 보존과 자연개발  어느 것이 더 요하냐는 문제에 정답 

 오답을 찾는 것이 아니다. 자연을 보존해야 그 바탕으로 자연을 개발할 수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를 들어 이 우주에서 “A”나무와 같은 나무가 없고 “A”

나무의 수량도 많지 않다. 그런데 인간을 해 아주 요한 나무이다. 그래서 “A”나

무를 개발하기 에 “A”나무를 어떻게 많아질 수 있느냐고 생각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처음에 그 “A”나무가 무 좋다고 막 배고 이용하면 사라

질 수 있다. 사라지면 기본근거가 없고 발 바탕도 없어진다]. 게다가 인간을 해 

자연을 막 개발하면 부정 인 상황에 면할 가능성도 있다. 잘못된 개발로 자연을 

괴할 수 있으며 인간에 피해를  수 있다. [3a]어느 문제라도 부정 인 면과 정

인 면이 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정 인 면  좋은 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자연보존과 인간을 해 자연개발을 잘 어울리게 시키며 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H34MS62]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 중요하다. 유용한 근거

는 필자로서 자신의 견해가 이치에 맞음을 증명해 주고 독자의 공감과 찬성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근거의 설득력뿐만 아니

라 근거를 설명하거나 입증해 주는 정보들도 신중히 골라야 한다. 아래의 내

용을 보면 도입 부분 한 단락이 무의미하게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H34.MS62]에서는 자연 보존부터 하고 그 후에 자연 개발할 수 있다는 주

장의 근거로 하나의 예시를 들었다. 그러나 'A'나무가 무엇인지 독자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뿐더러 'A'나무와 관련된 다섯 문장의 존재 의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의 [H34.62]과 [H34.59]에서 진리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근

거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권위도식을 사용하였으나 그 효과를 발

휘 하지 못했다.

게다가 인간을 해 자연을 막 개발하면 부정 인 상황에 면할 가능성도 있다. 

잘못된 개발로 자연을 괴할 수 있으며 인간에 피해를  수 있다. 어느 문제라도 

부정 인 면과 정 인 면이 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정 인 면  

좋은 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요하다고 생각한다.[H34.62]

우리도 볼 수 있으니만큼 자연개발은 돈이 량으로 필요하던 들 결과가 그 게 

좋지 않는다. 괴되었던 자연화경은 개발 후에도 원래 있었던 상과 모양으로 돌

릴 수 없는 것이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 이유로써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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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연을 괴한 후 자연개발을 할 바에야 먼  어떻게 자연은 보존할 수 있는 

의견과 정책을 찾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H34.59]

[H34.62]의 ‘모든 문제가 부정 면과 긍정 면이 있다’나 [H34.59]의 ‘잃어버

린 것을 되찾기 어렵다’처럼 언급한 사실은 별도로 있을 때 의미 있으나 주장

을 뒷받침할 역할을 하기에 응집성이 부족해서 불필요한 정보가 되었다. 

(3) 단락 구조의 긴 성 문제

글의 형식 측면에서 상위집단의 글은 구조의 응집성이 약하다. 그 이유는 근

거와 주장을 제시할 때 논리성을 갖춰서 구성하는 습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단락 속에는 하나의 주장과 그에 따른 적절한 근거가 잘 어우러져야 

한다. 한 단락에서 복수의 주장을 하게 되면 주장과 근거의 결합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베트남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학에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쉬운 것이라고 말

할 수 없다. 학에 들어갈 수록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고 

싶을까?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학의 역할이다.

학교의 첫번째 역할은 우리 학문을 한 곳이다. 고등학교까지 다니면 많은 지

식을 얻을 수 있는데 학에 들어가면 더 풍부하고 문 인 고  지식을 알 수가 

있다. 고등학교 때 어려 분야의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학에 다니면 선호하여 선택

하는 분야만 집 으로 연구한다  문 으로 연구하는 것은 그 분야에 더 깊이 이

해할 수 있다.

두번째 역할은 미래의 직업을 한 지식  졸업장을 주는 곳이다. 학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학 졸업생은 

더 쉬게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말이다. 학은 우리에게 선택하는 직업의 가장 

기보 지식을 공 해 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학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해서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학 때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둘째, 학 지식을 활용하기 해 아르바이트도 해야 

한다. 공부만 하면 나 에 실제 으로 배웠던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 지 모르기 때

문이다. 물론 학도 학생에게 좋은 연구 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많은 실습 기회도 

주어야 한다. 학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  학생은 같이 노력해야 

하는 말이다. [H32.106]

[H32.106]은 글 전체를 네 단락으로 구성하였는데 시작 부분에서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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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학 입학이 어렵지만 사람들이 다 입학하고 싶어한다는 일반적인 상황

으로 주제를 제기하였다. 이 글에서는 대학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으나 구조상 첫 단락을 서론으로 볼 수 있다. 마무리 부

분에서는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과제에서 요구하는 두 번째 

내용을 언급하였다. 대학의 역할로 두 번째 단락은 대학을 ‘학문을 위한 곳’으

로, 세 번째 단락은 ‘미래의 직업을 위한 곳’으로 언급하였다. 두 번째 단락에 

대학의 역할을 ‘학문을 위한 곳’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 제

시하는 두 문장은 고등학교에서 학습한 내용과 차이점에 대해 언급을 한다. 

문장을 길게 서술하였으나 의미상으로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미래의 직업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대학의 역할을 주장하였으

나 마지막 문장에 다시 두 번째 단락에 언급했던 지식 제공을 반복한다. 마지

막 단락의 실제 내용은 대학의 조건을 중심으로 제시하지 않고 대학생의 태도

를 강조하고 있다. 전체 구조의 측면에서 균형있게 단락을 구성하였으나 각 

단락 속에 문장의 길이와 의미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배열한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 략) 자연 환경은 오래 부터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로 볼 수 있겠다. 사람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숨쉬는 것 등과 같은 인간의 가장 필수 인 것들을 제공해 주는 

자연 환경은 사람의 지나친 개발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나빠지고 있

다. 사람이 에 볼 수 있는 이익을 얻으려고 보존보다 개발에 하기만 했기 때

문이다. 그러나 개발은 과유불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지구 온도

가 높아지는 온난화 때문에 자연 환경 속에 사람의 생활도 많은 재난을 입  어려워

지고 있다. 매년 생기는 태풍라든지, 홍수라든지, 인간은 자기가 했던 일로부터 결과

를 받고 있다. 개발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을 수 없는 일이라도 보존 없이 개발이

나 보존보다 과도한 개발은 분명히 인간에게 해칠 것이다. (생략) [S34.4784]

[S.34.4784]에서는 ‘자연 환경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로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친 문장 다음에 그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문장을 쓰려

고 노력은 했으나 전체적인 흐름의 통일성이 부족하여 주장의 명료성, 적합성

이 떨어진다. ‘사람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숨 쉬는 것 등과 같은 인간의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는 자연 환경은 사람의 지나친 개발로 인해 제 기

능을 못할 정도로 점점 나빠지고 있다.’와 같은 문장은 주어를 설명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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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다. 그래서 주장의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4) 고급 어휘와 문법의 정확성 문제

언어 사용 면에서는 어휘와 문법을 고급 수준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려는 경

향이 보였으나 정확히 쓰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의미가 미묘하게 서로 

다른 표현들을 쓰는 데에 어려움이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표지를 잘 사용

하지 못했다. 글의 구조에 따라 표지를 잘 활용하지 못해서 의미 연결이 잘 

안 되거나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더 나아가 잘못된 표지 사용

으로 인해 글의 논리성까지 해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논증을 위한 다

양한 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학습이 요구된다. 

하위 집단과 달리 상위 집단은 베트남에 관한 소재나 베트남어식 번역 표현

을 사용해도 한국어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다양한 

어휘 및 표현, 문법을 고급 수준으로 정확히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상위집

단의 문제다.

( 략) 두번째는 술 교육은 학생에게 자신감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술은 다른 사람앞에(→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표 하는 것이라서 

자신감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다.(→도구이다)

술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많다. 에 같은(→ 와 같이) 학생들은 

자신감을 갖을 수(→갖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술 교육을 통해 감정도 많이 

받을 수 있다(→감정의 정화도 경험할 수 있다).  술 수업은 학생에게(→학생들

이) 스트 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그래서) 부분(→ 부분의) 학

생들이 음악이나 미술 수업을 아주 좋아한다.

한마디로(→다시 말해) 부터 재까지 술 교육은 학교에서 없을 수 없는(→

꼭 필요한) 교육이다. 그런데 술 교육은 더 잘 진행할 수 있도록(→진행하기 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재까지(→아직까지) 교육자에게 아직도 큰 문제이다.(남아

있는 큰 문제이다.) [H30.1642] 

[H30.1642] 예시가 표현 면에서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한 것은 의미는 이해하

지만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되는 문장들이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

서 없을 수 없는 교육이다. 예술 교육을 통해 감정도 많이 받을 수 있다.’ 등의 

문장은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문장임에도 정확한 표현을 쓰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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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인간의 발 이 자연에 미치는 문제는  심각해진 문제이다.(→지고 있다) 

자연을 그 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인간을 해 자연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거니와(→있는데) 자연 보존보다 자연 개발은(→이) 더 요하다고 생각한

다 ( 략)

게다가 자연 특히 자연 자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낭비될 것이다. 자연의 가치  

“사용”(→이용)라는 가치는 하나이고(→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가 활용되지 않으면 

자연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연을)그 로 보존

(하기)보다 자연 개발은(이) 더 유익할 것이다.

아무쪼록 자연 개발은 자연 괴(라는) 뜻이 아니고 (자연을)사용하면서 보존하는 

것이다. 재 사람들은 부분 자연(을)개발하면 자연이 괴될 거라고 생각하거니와

(→생각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지  인간의 생각과 행

동을 자연을 개발하면서 보존해야 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하다.[HN34.0504]

[HN34.0504]에서 고급 문법인 ‘거니와’ 문형을 쓰려고 노력하였으나 오히

려 그 자리에 ‘-는데’로 사용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알맞은 것이다. 그리고 글

의 성격에 맞지 않는 표지어(게다가, 아무쪼록 등)를 사용해서 문장을 정확하

게 표현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나타났다. ‘게다가’ 대신에 ‘더욱이’로 바꿔 쓰

면 더 자연스럽고 ‘아무쪼록’으로 시작한 문장을 ‘그러므로 인간의 발전을 위

하여 자연 보존보다 자연 개발이 더 중요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자연 가치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자연을 보존할 수 있다’와 같이 간결하게 정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특정한 독자 설정과 경어법의 사용 문제

한국어는 베트남 어에 비해 경어법이 발달되어 있어서 베트남인 학습자를 

비롯한 많은 외국인 학습자들은 이를 어려워한다. 베트남 인 학습자의 주장하

는 글을 보면 인칭 대명사 ‘나’나 ‘우리’ 대신에 1인칭은 ‘저, 제’로 쓰거나, 2

인칭은 ‘여러분’으로 쓴 경우가 있다. 하위 집단의 글에서는 문어의 특징을 잘 

몰라서 종결어미를 선택하는데 ‘합쇼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공

통적으로 글 속에 읽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다. 상위 

집단 학습자가 문어체와 구어체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서 호칭 대명사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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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미를 잘못 쓸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 독자를 교사나 평가자

로 설정하여 경어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는 등학교 때 음악과 미술을 공부해 봤다. 음악과 미술을 공부하게 된 것은 

에게 흥미를 주었다. 제 생각에는 술을 공부하게 된 것은 학생들에게 장 인 

것을 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러한 과목들을 배우게 되면 재미있고 쓰트 스를 

풀게 된다고 생각한다.(생략) [HCM.30.42]

[HCM30.42]에서는 문어체의 종결어미를 제대로 쓰면서도 1인칭 대명사를 

선택할 때 ‘나’로 쓰지 않고 공손의 태도로 ‘저’, ‘제 생각’으로 썼다. 다음 

[S28.3]처럼 글 천제 중 일부에 또는 자기 생각을 표출할 때만 ‘합쇼체’를 쓰

기도 한다. 다음과 같이 글 도입 부분과 마무리 부분에 ‘합쇼체’를 쓰고 중간 

부분에는 -‘ㄴ 다’체를 쓰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나는 거싯말을 한 이 없다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거짓말은 크게 구

분되면 선의의 거짓말과 악의의 것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의의 거짓말은 일부러 

남에게 크게 양, 한 일부러 남에게 해롭게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선의의 거

짓말은 무엇인가? 남의 기분이 상하게 않도록 아니면 남에게 도와 려고 할때에는 

그때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를 들자면 지베서 와이 가 요리를 별로 못

하는데 밥해 때에는 남편이 맛을 보고 하나도 맛이 없는데 격려식으로 잘했다고 

하면 나 에 와이 가 신이 나서 더 많이 노력하겠다. 아니면 직장생활에 동료에게 

도와주는 뜻으로 상사에세 조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그 거짓말은 

업무에 해를 안 주는 것이어야 된다. 어떤 동료가 와이 가 출산하고 애기가 한살이

다. 아침에 직장에 가더라도 출근하기 에 밥해야 되고 애기를 학교까지 태워 주어

야 되어서 몇날 늦게 왔다. 동료가 5번이상 지각했다. 한번만 더 지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상황에 동료에게 도와주어야 되죠? 실은 상황마다 선의의 거짓말으로도 

되고 악의의 거짓말이라도 자주 남용하면 나 에 남에 믿음을 못 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도 해서 조심해야 된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고 만약 선의의 

거짓말때문에 나쁜 일이 생겼다. 그러면 잘 해석해야 되고 사실 로 얘기해 주고 나

쁜 결과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S28.3]

첫 문장에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한적이 없다는 사람이 없다'처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와 ‘그러나 거짓말은 크게 구분하면 선의의 거짓말과 악의의 

거짓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마지막 부분의 ‘그러면 잘 해석해야 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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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대로 얘기해 주고 나쁜 결과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와 

같이 의견을 언급할 때만 합쇼체를 썼다. 

주장을 전개하면서 독자와 필자를 대등한 관계로 인지하여 1인칭을 ‘나’나 ‘우

리’로 표현하는 것이 주장하는 글의 장르에 맞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저, 제 생각, 제 엄마’와 ‘-ㅂ/습니다’체로 종결 어미를 쓰는 것은 학습자가 

처음에 독자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다. ‘합쇼’체의 용법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가 쓴 글을 읽어 준 사람에게 존경을 표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은) 언제나 떳떳히, 거짓없이 살고 싶은 데(→살고 싶어하지만) 

생활(→삶)이 그 게 편리하지(→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까끔(→가끔) 어쩔 수 

없이 남한테(→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야 할 일이 생긴다. 그런데 상 방에게

(이) 그 거짓말로 인해 해롭지 않고 이롭게 되면(→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바로 선

의의 거짓말이다. 남에게 방해되지 않고 남의 형편을 좋게 하기 해 선의의 거짓말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를 들면 나와 친구 한 명이 다랏 ( Da Lat) 학에 와서 

입학 시험을 본 이 있다.  그 때는 고향부터(→에서) 친구의 어머니가 심한 병으로 

입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  내가 알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거짓말로 그의 어머

니께서는 병이 많이 나왔다고 했다. 시험이 끝난 후 친구에게 사실 로 알려 주고 

같이  바로(→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 때는 친구에게 일  알려 주면(→알려 

주었더라면) 아마 이제는(→지 ) 같은 반에서 공부헐 수 없다고 생각한다.(→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왜냐하면 

(‘선의의 거짓말로’ ) 해를 받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그 오해로 인해 우정을 해지

면 아쉬운 (해칠 수도 있으니) 언제나 잘 생각하고 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말

을) 잘 표 해야 한다. (그리고)선의의 거짓말이라도  람용하고 을 하면  안 된

다. 떳떳히 살기 해이 뚜렷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x) 사람이기 때문에 실습할 

때가 꼭 있기는 하지만 그 실수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면 것은 선의의 거짓말이 아

니(라고 한)다.

그것이 의 생각합니다. [S28.3428]

또 다른 예시로 위의 [S28.3428]의 글을 살펴보자. 이 글은 상위 등급에 속

한 글이다. 내용 및 과제 수행, 구조, 언어 사용이 잘 되었다. 다만 마지막 부

분에서 갑자기 ‘그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라는 문장이 등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한국인 평가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이와 달리 베트남 인 평가자는 응시

자가 자신의 글을 읽고 평가한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로 사용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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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판단을 하였다. 비슷한 경우로 마지막 부분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과 같은 문장을 찾을 수 있었다. 

4. 교수·학습에 대한 시사점  

 1) 글의 구성 요소 차원

분석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 인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에 나타난 

문제점은 글의 구성 요소에 따라 구분하면 그 특성과 영향 요인들은 서로 다

를 수 있다. 글의 구성 요소에 따라 내용 측면에서 논제 분석에 관한 문제, 주

장에 관한 문제, 근거에 관한 문제로, 글의 형식 측면에서 전체 구조 및 단락 

구조, 사회적 맥락 측면에서 독자 설정 문제 및 필자 의도 문제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특성을 요약하면 <표 III-1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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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글에 나타난 문제

글의 
내용

논제 파악
주제에 대한 제한적 이해
주제에 대한 경험담 기술
주제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

주장
찬반양론의 주장
글의 일부에서 변경되는 주장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

근거 근거의 적절성
근거의 논리성

글의 
형식

전체 구조
불균형 단락의 구조
내용별로 정리되지 않는 구조
논리적 의미관계 확정 실패

단락 구조 긴 문장으로 인한 응집성 저하
접속사의 오용으로 인한 연결성 문제

언어 사용

주관적 경험의 소재 사용
번역투의 어휘 및 표현
베트남 어의 한자어 표현
논증을 기피하는 완곡 표현
어휘, 표현, 문법으로 인한 주장 약화
표지의 제한적 및 반복적인 사용
부적절한 표지의 사용  

사회적 
맥락

독자 설정
경어법으로 ‘하십시오’체의  종결어미와 ‘저, 제’
의 1인칭 대명사 사용
문어체의 종결어미 

필자 의도 (평가자에게 불필요한 내용)
부적절한 의문문 및 명령문의 사용

<표 III-11> 구성 요소에 따른 주장하는 의 문제

<표 Ⅲ-11>처럼 베트남 인 학습자의 글에서 드러난 양상을 글의 구성 요소

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내용, 형식, 사회적 맥락으로 구분할 때 주

장하는 글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가 학습장 요인 및 학습자 요인의 복합적

인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내용 측면에서 논제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주제

에 대한 경험담으로 기술하는 문제, 근거의 설득력과 논리성의 문제는 학습장

에서 주장하는 글의 특징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이유 때문일 수 있으며 학

습자 개인이 과제를 잘못 인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대신에 주장 제시와 관

련하여 약한 주장을 하거나 주장에 대한 찬반양론에서 중간의 입장을 선택하

여 완곡어법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는 것은 베트남 인 학습자만이 갖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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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글의 형식 측면에서도 학습장 요인으로 인한 

문제도 있고 학습자 요인으로 인한 문제도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 보다는 쓰기 교수·학습 현장에 베트남 인 학습자의 특징에 대한 

교사의 충분한 이해와 한국의 담화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주장하는 글의 특징

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가 요구된다.    

각 문제점이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에 관련된 영향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주장하는 글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거나 그동안 많이 경

험해 왔던 결과 중심 쓰기 과제의 방식 등과 같은 학습장 요인이 있으며 또 

하나는 베트남 인 학습자의 모어 영향이나 베트남의 쓰기 관습과 같은 학습자 

요인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영향 요인으로 인하여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에는 

여러 가지의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글의 내용과 형식, 사회적 맥락에 관련 

양상들이 뚜렷하게 하나의 요인에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어떤 하나의 양

상은 학습자 요인에 관한 영향도 받고 동시에 학습장에 관한 영향도 받을 수 

있다.

(1) 한국어 및 장르 특징을 고려한 교수·학습

학습자 요인은 한국어 학습 과정과 학습 환경에 대한 것으로 주장하는 글의 

장르적 특징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쓰기 학습 시간의 부족, 결

과 중심 쓰기로의 편중으로 인한 쓰기 과정에 대한 무관심, 장르 지식의 부족

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외에 한국어 자체가 가진 다양한 문법과 표현들, 주장

하는 글의 구조와 따라 필요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어휘, 표현, 구조를 베트남 인 학습자들이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양상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주장하는 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특

성은 학습장 요인으로, 하나는 주장하는 글에 대한 학습 부족이고 다른 하나

는 한국어 표현 학습 부족이다. 

베트남 인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을 분석하기 위해서 4회에 걸친 시험 자료

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매 회 시험의 난이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28회 시

험은 총 4번의 시험 중에서 평균이 6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회 시

험의 평균점수는 57.4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28회 시험 문제에 비하여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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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서 수험자들은 주장을 명료하게 표출하는 항목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

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32회 시험은 네 번의 시험 중에서 평균점수

가 44.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각 항목의 평균 점수도 낮았

다. 즉, 32회 시험 문제가 수험자들이 주제 파악, 주장 제시, 근거 선정 등의 

과정에서 비교적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4회 

시험은 평균점수가 53.4점으로 내용 측면에서 주장의 명료성 항목에 평균 점

수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주제의 정확성 항목과 근거의 타

당성 및 설득력 항목에서 평균 점수 이하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조직 측면에 

있어서는 평균 점수에 비하여 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표현 측면에서는 여전

히 문법 사용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시험 회차별 점수의 현황을 확인해 보면 네 번의 시험 중에서 공통

적으로 표현 측면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32회, 30회, 34회 시험은 

내용 측면이 수험자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8회 시험은 

조직 측면에서 점수가 낮았고, 34회 시험은 내용과 조직 측면 모두 수험자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32회 시험 점수의 결과

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32회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가장 높았음을 의미한다. 

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28회의 시험 문제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시험 문제에 따라 글의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어려운 문제이거나 

평상시 많이 접하지 못한 문제일수록 글을 쓸 때 학습자가 혼자 사고하고 글

로 쓰는 것은 보다 어려울 것이다. 물론 시험은 수험자가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학습장에서 교수·학습 방법으로 학습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예

를 들어 읽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글 쓰는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학습장 요인으로 영향을 받은 문제 양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트남 현지에

서 쓰기 교육의 방법에 있어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우선 결과 중심 쓰기 교

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장하는 글 쓰기의 과제를 단순히 짧은 제목으로 제

시하고 쓰기의 과정은 학습자로 하여금 집에서 쓰는 방식으로만 진행된다면 

학습자의 쓰기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용 생성에 충

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며 내용 조직 측면에 있어서도 주장하는 글이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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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요구하는 논증 구조나 표지의 사용 등과 같은 조건에 학습자 스스로 충족

시키기는 어렵다. 주장하는 글의 특징을 강조하면서 쓰기 과정의 효과를 동시

에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과정을 중시함으로 학습자로 하여금 주장하는 글 

쓰기 계획하기, 초고 쓰기, 점검하기, 완성하기 등과 같은 단계적인 글 전개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학습자들은 글의 내용을 직접 생각해낼 수는 있으나 

구상한 내용을 글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 동료들과의 상호 작용 

등을 동원하여 학습자가 주장하는 글 쓰기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 베트남 인의 특징 및 베트남 어의 영향을 고려한 교수·학습

주장하는 글에 필요한 한국어 표현이나 한국어로 글을 구성하는 데 있어 주

장하는 글이 요구하는 방식을 잘 인식하지 못해 나온 양상들로 볼 수 있는 것

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베트남 인의 특징과 베트남 어의 영향이 더 크다. 

학습자 요인은 베트남 인의 특징과 베트남 어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찬반양론 주장’, ‘글의 일부에서만 변경되는 주장’,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 ‘미사여구의 방식의 주제 접근’의 양상들이 있다. 이

는 직설적으로 주장하거나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베트남 인들의 

성향 때문이다.

글의 형식에 관련하여 ‘베트남에 관련 소재 사용’, ‘베트남 어 번역 어휘와 

표현’, ‘베트남의 한자어’, ‘논증을 기피하는 완곡 표현’, ‘긴 문장으로 응집성 

저하’, ‘불균형 단락 구조’ 등의 양상이 있다. 이는 학습자가 글쓰기를 할 때 

베트남 어로 먼저 생각한 후에 그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온 현상들이다. 주장할 때 단정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내세우기보다 완곡어법을 선호하여 부드러운 주장을 하는 것, 찬반양론의 주

장 방식, 미사여구 선호 등과 같은 양상들이 나타났다. 

글의 사회적 맥락과 관련하여서는 글을 읽는 독자는 글을 평가하는 평가자

이거나 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종결

어미로 ‘하십시오’체 및 1인칭 대명사로 ‘저’나 ‘제’를 사용한다.

따라서 주장하는 글 쓰기에 우선 교사가 베트남 인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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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베트남 인 학습자가의 주장하는 글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원인을 알고 베

트남 인의 특징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쓰기는 한국어와 한국인 담화 

공동체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나 베트남 인의 

쓰기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한국어 쓰기 기준에 적합하게 조정해서 그들만의 개

성을 살려 줄 필요도 있다. 즉 장르의 특징에 어긋난 문제들을 제외하고 베트

남에 관련 소재 사용등과 같은 특징은 유의미화해서 베트남 인의 주장하는 글

에 창의성으로 돌릴 수 있다. 여기서 한국인 교사에게 베트남 문화나 베트남 

인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지만 교수·학습 현장에 교사 역할 외에 동료들의 역할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료는 베트남 인들이 흔히 범하는 주장하는 글에 나

타난 문제들을 서로 발견해서 함께 학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 인 학습자로 하여금 베트남 어와 베트남 인 특징이 주장하는 

글 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가 한국어 주장하는 글에서 요구하는 특징뿐만 아

니라 베트남 어로 쓰는 글을 쓰는 습관이 한국어 주장하는 글 쓰기에 부정적

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예시를 통해 인식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국어로 쓴 주장하는 글에 나타난 베트남 인의 특성이 베트남 어로 쓴 주

장하는 글에서도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베트남의 국어교육에서 이루어

지는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 및 베트남 어로 쓴 글의 예시를 분석하였다. 베

트남에서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크게 문학, 국어 국문 지식, 작문의 세 영역으

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문학의 비중이 작문의 비중보다 상당히 크며, 작문 영

역 내에서도 상당 부분 문학 작품을 근거로 한 과제가 주어지고 있다. 즉, 베

트남 인 학습자들은 문학 작품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와 생각을 서

술하는 글 쓰기에 익숙해져 있다. 쓰기 교육 내용은 결과 중심과 글의 종류 

중심의 형식으로 구성된다. 문학 작품을 읽는 활동부터 시작해서 담화 분석, 

글의 종류의 특징 설명, 통사적 구조 및 표현 방법 등과 같은 지식으로 글짓

기 활동을 유도해 나간다. 

베트남 국어 교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주장하는 글' 쓰기의 비중을 파악

해보았다. 그 결과, '주장하는 글' 쓰기의 형식으로 중학교에서는 2학년 2학기,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과 3학년 각각 작문 시간에 4번, 각 3차시로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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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논증적 글 쓰기라는 주제로 논증 방법과 논증의 과정에 대한 내용이 

학습자에게 제공되고 곧이어 논증하는 글의 예시를 학습시킨 후 학습 과제로 

학습자에게 논증의 글 쓰기를 수행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

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국어 교육과정에서 논증을 상당히 중요한 장르로 취

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베트남에서 매년 실시해 온 고등학교 졸업시험과 대학 입시시험을 통

해 국어영역에 논증 혹은 '주장하는 글' 쓰기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2014년 입시 시험의 국어 영역 중 '주장하는 글' 쓰기 문제로 예를 들면 다

음과 같다. 다음은 연구자가 베트남 어 시험을 번역한 것이다.

[그림 Ⅲ-1] 베트남 국어 수능 시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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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시험 문제를 보면 국어 시험 10점 만점 중에서 주장하는 글' 쓰기는 2

번과 3번 문항에 해당 총 8점을 자치하고 있다. 그 중에 일부 문학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 교육과정에서 '주장하는 글' 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입시에서도 '주장하는 글' 쓰기의 비중은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프란(Kaplan, 1996)은 사고를 글로 표현하는 형태는 언어나 문화의 영향

을 받는다고 하였다. 한 예로 영어를 사용하는 언어 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

은 사고를 글로 표현하는 방법이 직선적인 데 반해 동양의 언어 문화권 사람

들은 우회적으로 돌려서 나타낸다는 것이다. 

베트남 인의 언어생활 중 ‘미사여구’ 습관에 대해 연구한 짠 응옥 템(Tran, 

N. T., 1996)에 따르면 ‘서양에 비해 동양인의 성격이 음성의 성향이 강하다. 

서양인은 양성의 성향에 따라 이성적이고, 분석적, 정확적인 면을 중시하는 반

면 동양인은 감정적, 포괄적, 대략적인 면을 중시한다. 따라서 서양인은 언어

생활에 토론이나 논증에 대부분 이성적인 근거를 가지고 세 하면서 논리적으

로 진술하는 기술이 동양인보다 낫다. 또한, 직설적으로 지적하거나 자신의 주

장을 내세우는 것에 있어 당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짠 응옥 템(2013)은 한국

과 베트남의 지리적 그리고 정서적 측면에서의 차이점에 대해 ‘같은 동양인이

라도 한국인에 비하면 베트남 인은 훨씬 정(靜)적이며 음(陰)적이다.’라고 하였

다. 한국인도 정(情)과 관계를 중시하며 한국인은 한(恨)의 정서를 간직하나 

베트남 인은 화(和)를 중시하기 때문에 싸우기 싫어하고 싸우더라도 빨리 용

서하고 화해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 따라서 같은 문제일지라도 베트남 인이 

언급하는 방법이 다르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돌려 이야기하며 방어

적이고 완곡하게 표현한다. 즉, 언어생활에 불필요한 ‘미사여구’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외에 베트남 인 학습자들의 또 다른 공통적인 다음  두 가지 특징을 한

국어능력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문단을 불균형적으로 구분하는 것과 주

장하는 글에 구어체 종결어미 혹은 경어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발견한 특징의 타당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두 개의 자

료를 비교하였다. 대상은 베트남 인이 쓴 주장하는 글과 한국에 있는 고급 한

국어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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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베트남 인이 쓴 주장하는 글은 ‘멋진 논술’이라는 베트남 사이트를 검

색하여 올라와 있는 글들을 검토하였다. 이 사이트는 논술문 중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글들을 모아 소개하는 곳이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나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이트를 활용해서 글을 참고한

다. 사이트에 올린 글을 10편을 분석한 결과, 그 중에 6편은 [모어 자료 4]예

시처럼 균형적으로 단락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인들에게 익숙한 주제로 [모어 자료 4]예시를 통해 보고자 한다.21) 

주제 : 다음의 선인들의 격언에 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십시오.

 “연마하거나 가공되지 않은 옥, 배우지 않아 생각이 없는 사람” 

이 말의 의미는 가공되지 않은 옥은 가치 있는 물건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찬

가지로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치를 알지 못한다. 이 문구는 배움의 요성을 언 하

고 있다. 오늘날, 배움의 목 을 한 번 더 명시하기 하여 UNESCO에서는 “알기 

해 배우고, 행하기 해 배우고, 함께 살기 해 배우고, 자기 스스로를 정하기 

해 배우라”라고 주창하 다. 배움이란 총 인 지식을 고양하는 것이고, 재미있는 

것, 새로운 것, 창조  발 이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문 인 재능과 다

른 능력들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알기 

해 배우라”하는데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자각하고 문제들은 정확히 이해

할 수 있기 해서이다. 사실, 무엇인가를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은 어떤 일이나 

문제의 올바름을 단하거나 평가하기 한 지식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더 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후에야 실질 인 생활에서 배운 것들을 운용하고 “행해야”한

다는 것이다. 이 게 우리는 배움이 가져오는 성과와 동시에 그런 과정을 통해 사회

의 공동 활동들에 지 않은 부분을 기여할 수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우리는 

한 “함께 살기 해 배우는데” 각 문화들 안에 있는 민감하고 섬세함, 처 방법

이나 교제 규칙들을 받아들임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서 더 따뜻하고, 훌륭하며, 화목

한 계를 조성하기 해서이다. 이 게 우리의 생활은 공동체와 력하게 되고  

유익을 얻게 된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한 “자기 스스로를 정하기 해 배우는데” 

배움이란 분투 노력하는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목 을 해,  그 목 에 닿도록 

쉬지 않고 생각하고 있음을 자기 자신에게 증명하기 함이다. 이것은 하나의 긴 과

정이며 끝까지 열심과 근면함, 인내, 참을성을 자신에게 요구하게 된다. 분명히 이런 

배우고 행하는 과정의 성과는 많은 유익을 가져오며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 

21) http://langsao.vn/nghi-luan-xa-hoi-nhan-bat-hoc-bat-tri-ly-9-1119.html를 참조하여 

을 선정한 후 한국어로 번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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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의 말은 교육이 우리에게 지식을 공 하는 기본 인 단계이며 동시에 각 

목 에 훌륭하게 지식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안내해 다는 것을 확증한다. 

UNESCO의 말은 배움의 두 가지 주된 부면을 우리에게 열어 다. 첫째는 배움이란 

이론 에 지식을 습득하는 일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움은 실제에서 

응용,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범주는 늘 서로 나란히 움직이며, 서로를 

보충해 주며, 따로 나뉘어 떨어질 수 없다. 이것은 한 군가의 학습하는 일이 훌

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한 주요한 단계들 의 하나이다. 이것으로부터 견고하

고 발 인 기 가 조성되며, 문 인 일 안에서 능력이 생기고, 자신의 인격을 더 

훌륭하게 연마하고, “외 ”뿐 아니라 사람에 해 더 진보하고 인 문명 사회

를 세우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그 곁에는 여 히 응하는 목 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기 때

문에 그들은 소홀히 지식을 잡아, 깊이가 있거나 확실하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학습

에서 높은 성과를 거둔다 할지라도 나 까지 탄탄한 성공을 거두기는 것은 한 매

우 어렵다. 

요컨 ,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학습하는 일을 분명하게 의식하며, 자신을 해 올

바르고 구체 인 목 을 확정하고, 본인의 능력과 도덕의 훈련, 고상한 인격의 완성

에 한 강하고 냉철한 자신감을 자신을 해 확립하기 해서 목 을 달성하도록 

쉬지 않고 생각하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어 자료 4]

[모어 자료 4]는 격언을 활용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을 분

석적으로 접근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은 글의 전

체 구조이다. 이 글은 전체 693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개의 문단으로 나뉘

어져 있다. 그런데 첫 번째 문단은 564자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은 각각 63자, 66자로 구성되어 있다. 글의 내용은 논설문으로 아주 잘 

쓴 글에 해당한다. 필자는 배움의 가치에 대해 유네스코에서 언급한 문항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였다. 글의 내용 측면에서 설득력이 강하고 논

리성도 뛰어나다. 다만 글의 구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첫 번째 단락이 

693자로 되어 있는데 주제 단락으로 구성하면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 언급과 문제 해결 두 가지로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고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글의 내용

도 중요하지만 글의 형식을 소홀히 하는 것도 좋은 글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을 필자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 사이트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문단을 구성한 글을 여러 편 찾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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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여러 개의 문단으로 잘 조직된 글도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사이

트에 올린 글들이 베트남에서 ‘좋은 글’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 인

의 단락 구성 특성이 한국인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에 해당한다. 한국

어능력시험에서 나타난 양상에서 단락의 불균형적인 구성이 모어의 영향으로 

인한 것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작문 답안 자료를 평가한 결과인 내용, 형식, 사회적 맥락의 모

든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같은 시험 문제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국어 수준이 높은 학습자가 글을 쓴다면 어떠한 글이 나올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700자 이상으로 작성한 답안

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기는 했지만 모두 고급 수준의 한국어 작문이라고 단정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한국학을 전공하고 한

국에서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학업을 마친 한국어 학습자 일곱 명에

게 글 쓰기를 의뢰하였다. 의뢰한 학생들에게 과제를 받고 일주일 후 작성된 

글을 모아 살펴보았다. 일곱 편의 글을 평가할 때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해서 

발견한 문제들과 유사한 세 가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단을 나누지 않

은 경우는 네 명, 도입 문단을 길게 기술한 경우는 다섯 명, ‘합쇼체’의 종결 

어미를 선택한 경우는 세 명이었다. 아래 [워크숍 자료.7]은 그 중 한 편의 예

이다.  

국가마다 학에 한 생각이 다릅니다. 선진국들에서는 직업들의 차이가 별로 많

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본인이 심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일합니다. 즉 졸이든 고

졸이든 상 없이 일을 잘하면 같은 월 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사회복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만 후진국들에서는 육체노동자와 지식인의 월  차이가 높습니다. 

더욱이 이런 후진국들에서는 학교에 졸업하는 비율이 아직 낮아서 학교에 입학

하는 것은 요합니다. 를 들면 베트남에는 부분 학생들이 고등학교 들어간 후

에 학으로 입학하는 목표를 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학 입학할 수 있도록 가난해도 여러 학원에 보내 니다. 이런 사회경향을 보니까 

학은 베트남 재사회에서는 사람의 명 의 기 일 것 같습니다. 그 지만 국가마다 

학에 한 생각은 이 게 다른데 학교에 공부하는 과정을 살펴보기에는 학은 

어디든지 미래의 직업을 비하는 곳이고 동시에 학문을 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과 학과 인문사회과학 학에도 일학년부터 이학년까지 기 과목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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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로 들어야 합니다. 이런 기 과목은 사회 문화 법률 등은 사회생활에서 필수로 

알아야 되는 과목들입니다. 이런 면에는 학은 학문을 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

니다. 두 번째, 삼학년과 사학년에는 학생들이 공과 련한 기술을 정식 으로 

배울 것입니다. 이런 배운 기술로 나 에 합한 회사에 취업하여 작업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는 학은 미래의 직업을 비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의 이런 역할들을 잘 수행하기 해서는 능력과 열정이 있는 교수진  인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시설이 있는 연구실에서 실험하면 교실에

서 배운 지식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나 에 회사에 작업해도 낯설하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공지식을 수할 뿐만 아니라 사

회생활에서 응하는 지식도 가르쳐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졸업한 후 학생

들은 지덕을 갖추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워크  자료 7]

[워크숍 자료 7]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밝혀낸 학습자의 특징 중 몇 가

지가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앞부분은 과제의 핵심 문제인 ‘대학교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제시할 때까지 상당히 많은 문장으로 진술하였다. 둘째, ‘합쇼체’

로 종결어미를 선택하였다. 셋째, 전체 내용을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하였다. 

[워크숍 자료 7]은 쓴 필자에게 ‘문제 도입을 위한 긴 언급’과 ‘합쇼체의 사

용’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실시하

였다. 학습자들에게 물어 본 질문 사항과 학습자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 베트남 어로 을 쓰는 것이 본인에게 어려운가? 주장하는  쓰기에 익숙한

가? 

답: 쎄요... 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데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 하는 을 좋

아해요. 논리 인 은 에게 재미없더라고요. 베트남어로 쓸 때보다 한국어

로 쓸 때 부담이 커요. 시험이면 싫어도 써야 되겠지요. 

질문: 을 쓸 때 문단을 나 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왜 문단을 길게 쓰는

가?

답: 문단은요, 토픽시험으로 생각하라고 과제에 한 안내를 받았잖아요. 문단을 

나 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토픽 시험에 600~700자만 을 쓸 때 굳이 

단락을 안 나 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만 다 있으면 

된다고요.

질문: ‘합쇼체’는 구어체에서의 종결어미인  알고 있는가? 문어체인 ‘-ㄴ다체’는 

왜 사용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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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웃으면서) 아, 그거요. 선배에게 쓰는 것이라서 그 지요. 구어체가 아니라 

언니에게 쓰는 이니까 ‘-ㄴ다체’가 반말하는 것 같아서요. 느낌이 그 잖아요.

면담 결과와 지금까지 논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베트남 인 학습자의 주장하

는 글 쓰기 실태에 대해 몇 가지 논의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는 스스로 모국어에서 설득적인 글, 주장하는 글의 구조와 방법

을 배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글의 종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공감하였다. 주장하는 글에 대해 자세히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어로 ‘주장

하는 글’을 쓸 때 자신의 어휘력, 문장력에 대해 더욱 부담을 느끼고 과제 자

체에 대한 거부감도 느끼고 있었다.

둘째, 베트남에 관한 소재, 베트남 어 식 한자어, 번역투 표현이 자주 등장

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글을 쓸 때 베트남 어로 사고하고 다시 한국어로 번역

하는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생각은 현지 모국어로 하고 표현만 

한국어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쓰기 영역은 베트남 인 학습자들의 모국어 영

향을 가장 많이 받는 영역이라 볼 수 있다. 

셋째, 베트남 어로 서론-본론-결론 3단 구성의 글을 쓸 때 본론을 대부분 

한 단락으로만 구성했다. 본론 부분에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하나의 

단락 안에 구성하기 때문에 전후를 가리지 않고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를 

나열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즉, 텍스트의 형식보다는 실용적인 면에서 텍스트

의 내용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베트남 인의 관습상 논증을 기피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대신 문장을 

길게 쓰고 글의 구조나 형식보다 글의 양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베트남 인 학습자의 특성 상 글에 나타나는 특수한 문제들이 존재한

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한국인 교사에게는 설명하기 어렵

다. 또 다른 문제는 베트남 인의 특징과 베트남 어로 쓰는 습관으로 인한 문

제들이다. 본고에 이러한 베트남 인의 특징과 베트남 어로 쓰는 습관으로 인

한 문제의 요인은 학습자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 요인에 따

른 학습 내용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베트남 인 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한 교수·

학습에서 글 쓰기에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동료들과의 의논을 

통해 흥미를 유지시키거나 증진하면서 서로의 오류를 찾아 고쳐 주고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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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을 통해서 주장하는 글 쓰기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2) 글쓰기 수준의 차원

베트남 인 학습자의 주장한 글의 분석을 통하여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을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위 집단은 어떤 

항목에 유의해야 글의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있으며, 이

를 다시 교수·학습 방안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이랜드(Hyland)는 장르 중심 쓰

기 교육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장르 중심 쓰기 교육은 왜 

이렇게 써야 하는지, 글의 구조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육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만들어 준다. 둘째, 장르 

중심 쓰기 교육은 직관보다는 자료에 근거하여 맥락과 글을 체계적으로 연결

하게 한다. 셋째, 장르 중심 쓰기 교육은 기본적으로 필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제이다. 넷째, 이것은 학습자들이 

따라올 수 있는 명시적인 안내와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사는 학습자들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지원해주고 비계(scaffolding)를 제공할 수 있

다. 다섯째, 장르 중심 쓰기 교육은 문화적으로 그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는 글의 형태를 L2 학습자들에게 제공하여 그 형태에 익숙해지도록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르 중심 쓰기 교육은 담화 분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언

어 지각력(awareness-raising)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Hyland, 2004: 

10-16).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큰 차이를 드러냈는데 ‘주제

에 어떻게 접근하고 핵심 내용을 작성하였는가’의 문제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

며, ‘어휘와 문법을 얼마나 다양하고 정확하게 사용하였는가’의 항목에서도 차

이를 나타냈다. 대부분 하위 집단에 속한 글은 주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

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과제의 요구를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하여 글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위 집단의 글은 어휘

를 다양하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학습자 수준보다 낮은 쉬운 어휘들을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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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문법을 활용하여 문장으로 쓸 때 하위 집단은 호응 

관계가 잘못된 경우가 많았으며, 짧은 문장 위주로 기술하였다. 그 외에 하위 

집단의 글은 문어와 구어의 특징을 구별하지 못하여 종결어미 사용에서도 오

류를 나타냈다.

하위 집단과 상위 집단 사이에 있는 이러한 중간 수준에 있는 집단은 하위 

집단의 특징도 가지고 상위 집단의 특징도 가진다. 학습자 수준에 따라 그들

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번에 한국인과 같은 수준의 글을 요구

하기보다 학습자의 현재 능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교

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베트남 인 학습자의 글 쓰기 수준에 따라 교수·학습 내용을 적절하

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의 수준에 적당한 목표까지 능력을 향상시

키고, 하위 집단을 중위로 상위 집단을 한국인 원어민 수준의 글로 향상시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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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어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의 설계

이 장에서는 Ⅱ장의 교육 현황 검토와 이론적 근거, Ⅲ장의 분석 결과와 영

향 요인 탐색을 바탕으로 베트남 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주장하는 글 

쓰기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주장하는 글 쓰기 교수·학습의 

원리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교육 내용을 구성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주장하는 

글 쓰기의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한 후 교수·학습 모형에 따른 한국어 쓰기 수

업에 적용할 수업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

자를 위한 효과적인 쓰기 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1. 주장하는 글 쓰기 교수·학습의 원리 

주장하는 글은 필자의 논리적인 사고와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언어적 능력

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거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적

으로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적 방안이 요구

된다. 특히 성인 학습자는 베트남 어의 영향으로 한국어로 주장하는 글을 쓰

는 것이 더욱 어렵고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주장하는 

글의 교수·학습의 원리는 베트남 인 학습자의 특성, 베트남에서의 쓰기 교육 

현황, 베트남 인 학습자가 작성한 주장하는 글에서 나타난 문제 등을 반영하

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즉 학습장 요인, 학습자 요

인 그리고 실제 베트남 인 학습자의 글쓰기 수준을 동시에 고려하여 한다. 학

습장과 관련하여서는 쓰기 과정을 중시하는 과정 중시의 원리, 학습자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교사와 학습자 간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논의를 중시하는 

상호 작용 강화의 원리, 비계 설정의 원리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주장하는 

글의 교수·학습 방안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고안하였다. 

1) 과정 중시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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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 교육의 패러다임은 시대에 따라 결과 중심(product-oriented) 쓰기 이

론, 과정 중심(process-oriented) 쓰기 이론, 그리고 장르 중심 (genre-based) 

쓰기 이론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중에 결과 중심 쓰기 이론은 1960년대 중반 

이전의 형식주의 작문 이론으로, 완성된 텍스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모범적

인 글의 모방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조한다. 형식주의 작문 이론가들은 텍스트

를 ‘의미를 온전히 담고 있는 자율적인 실체’로 규정하고 필자를 의미 전달자

로, 독자를 수동적인 의미 수신자로 취급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방과 연

습을 통해 작문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박영목, 1994: 201-201). 결과 

중심 쓰기 교육이 학습자의 창의적인 쓰기 교육을 저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

고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베트남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 면담

과 학습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는 베트남 현장에서의 쓰기 교

육이 20-3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운영해야 하는 현실적 상황으로 인

해 지금까지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학습자의 측면에서는 쓰

기 학습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쓰기 수업에서 모호하기 때문에 학습자는 교사의 안내가 부족한 

상황에서 글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의 측면에서도 무엇을 어떻

게 가르쳐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기 때문에 교사

와 학습자 모두에게 좋은 쓰기 수업을 고안할 수 없다.  

베트남 인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의 분석 결과로 Ⅲ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주장하는 글에서 요구하는 내용, 형식, 맥락이라는 측면을 간과하였다는 점에

서 베트남 인 학습자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장하는 글 쓰기 교수·학습에 과정 중심 쓰기 전략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

요가 있다. 이는 주장하는 글의 특성을 학습한 후 글 쓰는 과정에서는 단계별

로 교사의 지도 아래 학습자가 자신의 글 쓰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글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 맞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계획 없이 써 내려가는 데 초점을 두어서는 좋은 글을 생산하

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장하는 글은 써야한 글의 과제에 대한 필자의 충분한 

사고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글을 순간적으로 요구되는 분량으로 쓰는 것보다 

글감을 하나씩 선택하여 생각을 조직해 나가면서 내용을 전개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사가 제공해 준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학습자와 관찰 및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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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주장하는 글의 특징 및 베트남 인의 문제점과 특성을 알고 부정적

인 요소들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주장하는 글에 대한 지

식과 학습자 자신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는 근거 제시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실

제 쓰기 활동에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베트남 현장에서 쓰기 학습은 대부분 

과제를 해결할 때 내용과 구조보다 과제에서 요구하는 글자 수에 맞추어 글을 

쓰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는 글쓰기에 부담으로 인해 빨리 써 내야 한다

는 심리적 문제와도 관련되지만 글쓰기 전략에 대한 계획하기나 고쳐 쓰기 단

계를 소홀히 대하는 데서 오는 태도의 문제이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정을 중시하는 원리에서는 베트남 인 학습자에게 주장하

는 글 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글을 완성해 가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 과정 중시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학습장 요인으로 인한 문

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상호 작용 강화의 원리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베트남 현지의 쓰기 수업은 대부분 결과 중심 쓰

기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학습자가 쓰기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글쓰기 현장은 학습자에게 과제를 제시하면, 학습자는 과제

의 제목을 보고 혼자서 글을 쓰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흥미가 떨어지고 어렵게 

느껴지도록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작용 강화의 원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즉 학습자와 교사 간,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료들과의 상호작용 및 교사와 상호작용을 동시에 

강화시켜 글 쓰는 과정에 도움을 주고 글쓰기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 동료와

의 대화를 통해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을 보충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하여 글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글을 쓰는 과정에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글을 점검하고 다시 고쳐 쓰는 습관

도 기를 수 있다. 주장하는 글 쓰기의 특징은 체계적인 구조와 논리적인 내용

을 요구한다. 이는 학습자가 글을 쓰는 데에 장기간의 연습을 통해 효과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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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호작용 강화의 원리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교사의 

역할은 주장하는 글의 장르적 특성에 대해 안내하고 장르에 관한 자료를 준비

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들이 작성한 글에 대해 한 번 

이상의 피드백을 준다.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피드백을 줄 때 단지 문법이나 어

휘의 오류에 대한 피드백을 넘어 글의 구조와 글의 논리성에 대해서도 구체적

인 피드백이 요구된다. 글을 쓰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피드백의 효과도 동시

에 증진할 수 있다. 물론 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은 과업 수행 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장하는 글쓰기에 충분

한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Ⅲ장에서 베트남 인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 인의 특

징으로 주제를 언급하는 데에 불필요한 내용 정보가 길거나 주장이 모호하거

나 약한 정도, 필자의 입장 선택이 분명하지 않은 점은 학습 과정에서 동료들

의 도움으로 서로 점검하여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한자어의 표현, 

번역투의 표현 등을 한국인 교사가 한국어 표현으로 어색하거나 틀리다고 판

정할 경우에 동료들의 도움으로 한국어에서 어떻게 표시해야 자연스럽고 베트

남 인의 의도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학습자 간의 충분한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제에 따라 흥미가 없거나 어려운 문제를 

접할 때 역시 동료들 간에 의논을 통해서 서로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여 같

은 주제에 대한 넓은 이해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효과도 찾을 수 있다. 

상호 작용을 강화하면 교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동료의 역할을 교실에서 발

휘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사의 한 명당 담당해야 할 학습자가 많은 현실적 

문제는 동료 간의 상호작용 및 동료의 역할 강화를 통해 학습자 간 학습을 통

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정 중시의 원리와 상호작용 강화 원

리와 함께 적용하면 베트남 인의 특성 및 베트남에서 주장하는 글 쓰기 학습 

환경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에서 제시한 과정 중시의 원리로 주장하는 글의 특징을 강화하고, 주장하

는 글에서 요구하는 내용 생성과 구조 조직을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고 상호 

작용 강화 원리로 베트남 인의 특징으로 인한 문제들을 학습자 간의 학습으로 

효과적인 글쓰기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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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계 설정의 원리

비계 설정의 원리는 비고츠키(Vygotsky)가 비계(scaffolding)의 개념을 제시

한 것을 글쓰기 교육에 적용한 것이다. 비계의 원리는 근접발달영역의 개념에

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학습자의 현재 발달 수준과 도달 가능한 잠재적 발달 수

준 사이에 있는 영역으로서, 유사한 개념으로 크라센 (Krashen)은 수학처럼 

‘i+1'의 공식으로 설명하였다(이수미, 2005: 83). 학습자의 현재 주순이 ’i'라

면 그 보다 ‘+1’만큼씩 향상하는 목표를 설정하라는 방침이다. 즉 학습자가 

잠재적 반달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 지나야 하는 가장 가까운 수준을 비계로 

삼아 학습자에게 교육 내용을 단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장하는 글은 글의 내용, 글의 형식,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서 사회적 맥락에 맞게 개인의 입장, 견해를 논리적으로 조직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앞서 교육적 측면에서 확인된 베트남 인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 쓰기의 구조와 언어 사용에 관련된 문제들은 하위 집단과 상위 집단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어휘나 표현 선택, 문법적 문형 사용, 표지 사용 등의 문

제는 단지 학습자들에게 어휘나 표현의 오류로만 인식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주장하는 글의 장르 특징에 맞게 사용하고 이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에 대하

여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비계 설정 원리이다.  

베트남 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에 비계 설정의 원리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몇 단계로 응용할 수 있다.

첫 단계는 교사가 주장하는 글의 특징을 설명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장르의 

특징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주장하는 글의 구조 및 표지 사용 문제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는 모범 예시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주장하는 

글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게 한다. 주장하는 글의 내용 면에서 요구하

는 주제를 잘 파악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명

제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여 그것이 왜 옳은지를 밝히고 나아가 독자로 하여

금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주장하는 글의 형식면에서 

서론, 본론, 결론의 각 부분에 필요한 구조 및 글의 조직 측면에서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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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성, 응집성, 언어 사용을 이해해야 한다. 즉 어휘와 문장의 차원을 넘어 

논증적인 텍스트로 구성해 나가면서 구조의 논리성에 유념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는 한국어의 주장하는 글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

자로 하여금 베트남 어의 주장하는 글의 특징과 비교하게 한다. 이 작업으로 

한국어의 주장하는 글 쓰기에 요구되는 내용적, 형식적, 맥락적인 특징을 명확

히 알게 한다. 여기서 오류의 예시로 베트남 어로 쓴 주장하는 글이나 베트남 

어의 영향으로 잘못 쓴 오류 예시를 같이 제공하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

한 학습과 탐구를 통하여 학습자가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스스로 한국어 주장

하는 글의 특징에 맞게 조정하고 베트남 어의 부정적 영향을 점검해 나가면서 

교정할 수 있다. 베트남 소재 사용, 베트남 어의 한자, 베트남 어식의 번역투

의 표현 등이 학습자의 글에 많이 나타난 현상 등이 이 과정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장하는 글은 보편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글

을 확인하고 점수를 매겨주는 교사를 의식하는 태도를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

도 알게 된다. 꼭 어떠한 대상으로 특별한 독자를 설정할 필요는 없으나 일반

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습장 요인의 종류에 따라 학습자의 수준과 장르 중심 교육 요소와의 연관

을 지을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를 교육할 때 별도로 학습 목적과 도달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다. 예를 들면 고급 학습자들에게 어휘, 문법 (표현)의 수

준이 향상되어도 논증을 위한 구조가 그에 따라 향상될 수는 없다. 따라서 고

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글의 내용면에서의 양상들은 대부분 학습자 요인에 해당된다. 다만 주제를 

잘못 파악했을 때 학습자의 인식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과제 요인으로 그 

동안 학습했던 과제의 요구와 다르게 인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주장하는 글

의 특징을 잘못 배운 학습장의 요인으로 의심될 수도 있으나 실제 학습자의 글

에서는 주제에 관한 잘못된 양상들을 보면 과제의 요인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글의 형식면에서는 ‘내용별 정리가 안 되는 구조’, ‘논리적 의미 관계 확정 

실패’, ‘접속사의 오용으로 연결이 부자연스러움’, ‘어휘, 표현, 문법 오류로 주

장 약화’, ‘한계적, 반복적 표지의 사용’ 등과 같은 양상들이 그 예이다. 이러

한 대부분의 양상들 가운데 한국어 고급 수준의 어휘 문법을 다양하게 못 쓰

거나 주장하는 글에 적합하지 않은 사용은 주장하는 글에 대한 학습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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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맥락의 측면에서도 종결어미를 잘못 쓴다 해도 두 가지의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영역에는 한국인 평가자와 베트남 인 평가자 사이에서 평

가 상의 의견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Ⅲ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인 평

가자는 문어와 구어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회언어학적 기능에 

실패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베트남 인 평가자는 이에 대해 문어와 구어의 차

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도 있으나 일부는 의식적으로 독자와 평가자

를 동일하게 여김으로써 평가자에게 높임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타

난 현상이라고 보았다. 특히 종결어미를 문어에 맞게 ‘-ㄴ다’ 체로 잘 사용하

다가 마지막에 인사말로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문장을 쓴 글이 

있었다. 이는 베트남 인이 글을 쓰는 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 

현상이었다.  

그 외에 주제 접근 및 근거 제시와 관련된 양상들은 학습자 요인과 학습장 

요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다. 이는 베트남 인의 특징으로 주장하

는 글을 쓰는 과정에 사고력의 문제로 인한 것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어나 주장하는 글의 특징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베트남 인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에 나타난 문제점과 특성을 기반

으로 이를 해결할 교수·학습의 원리를 정리하여 그림으로 표현하면[그림 Ⅳ-1]

과 같다. 

[그림 IV-1] 주장하는 글 쓰기 교수·학습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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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나타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는 학습장 요인으로 주장하는 글의 특징 및 한국어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문제

점이고, 둘째는 학습자 요인으로 베트남 인의 특징과 베트남어로 글을 쓰는 습

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학습자 개개인의 글쓰기 수준에 따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 원리는 세 가지이다. 첫째, 과

정 중시의 원리에 따라 한국어의 주장하는 글 쓰기 특징과 주장하는 글 쓰기에 

필요한 학습 내용들을 제공함으로써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학습 효과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상호 작용 강화의 원리에 따라 학습자의 특징과 

모어로 주장하는 글을 쓰는 습관의 부정적인 요소들은 교사 및 학습자 간의 상

호 작용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를 베트남 학습자들만의 

매력적인 특징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계 설정 원리에 

따라 학습자 개개인의 글쓰기 수준에 맞추어 쉽게 좋은 글쓰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단계별 목표로 학습 내용을 설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 내용

트리블(Tribble, 1996: 67)에 의하면 쓰기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지식은 

내용 지식, 맥락 지식, 언어 체계 지식, 글쓰기 과정 지식으로 모두 네 가지이

다. 첫째, 내용 지식은 주제와 관련된 개념들에 대한 지식이다. 둘째, 맥락 지

식은 독자의 기대와 같이 그 텍스트가 읽혀질 맥락에 대한 지식이다. 셋째, 언

어 체계 지식은 과제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언어 체계 측면들에 대한 지식이

다. 마지막으로 글쓰기 과정 지식은 특정한 글쓰기 과제를 준비하는 가장 적

절한 방법에 대한 지식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표와 같이 

베트남 인 학습자를 위한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앞서 설정

한 원리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에 대한 장르의 지식과 논증 구조 활용, 표지 

사용, 학습자 영향 요인을 고려하여 집단별로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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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향 요인에 따른 교육 내용

(1) 학습장 요인에 따른 교육 내용 

학습장 요인은 글의 형식면에서 다양한 양상들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주장

하는 글의 장르적 특징을 잘 모르는 것과 한국어의 특징상 글의 구조 문제와 

언어 사용 문제에 있다. 따라서 학습장 요인은 크게 장르 지식, 구조에 관한 

논증 구조 적용 방법 및 언어 사용에 관한 표지의 활용 방법을 포함한다. 

① 주장하는 글의 장르적 특징

주장하는 글의 내용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주로 주제, 주장, 근거 세 가지의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 필자의 견해나 생각으로 독자를 설득하기 때문에 주제 

접근, 주장 제시, 근거 선택은 주장을 내세울 수 있게 주제, 주장, 근거의 효과

가 최대화되어야 한다. 과제에서 요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 상황을 자세

하고 정확히 파악한 후 그 주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문

제 상황 속에서 필자의 주장이 무엇인지가 주장하는 글의 중심 내용이 된다. 

필자의 주장은 명제 형식으로 사실 명제, 가치 명제, 정책 명제가 있다. 우선 

주장하는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에 대하여 옳다는 신

념을 굳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주장을 일관되게 내세워야 한다. 글

의 일부에서 주장을 바꾸면 안 된다. 또한 명제 종류에 따라 주장을 펼쳐 나

가는 양상이 조금씩 달라진다. 

근거를 잘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유나 원인을 제시하는 방법, 예시를 통해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 원인 및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왜’라는 문제에 대답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주장하는 글의 형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문장을 간결하게 써

야 의미가 잘 전달된다. 긴 문장에서는 호응관계에 대한 오류가 쉽게 나올 수 

있고 의미상 논리성을 약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용어의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의미를 혼동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면 글 전체의 논리성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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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주장하는 

글의 형식면에서 중요하다.

주장하는 글의 형식면에서의 특성은 크게 글의 구조와 언어 사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글의 구조의 측면에서 주장하는 글은 다른 글의 종류에 비하면 체

계성과 응집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 문장과 문장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장 사이의 논리성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문단과 문단도 

일관되게 글 전체의 흐름과 설득하고자 하는 주장의 힘이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조 속에 논증 구성이 필요하다. 논증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소

가 있는데 그 요소들과 순서에 따라 논증 방식이 확실히 나타나야 한다. 

언어 사용에서 어휘와 표현의 선택, 문법 사용이 가장 효과적으로 주장을 

펼쳐나가는 도구로 이용된다. 어휘와 표현의 정확성과 적절성이 글의 내용과 

글의 조직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주장하는 글에는 적절한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증 구조에 따라 각 단계에 논증 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논리성을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글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주장하는 

글의 사회적 맥락은 독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글을 읽는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 필자가 서술하는 방법을 달리 선택한다. 주장하는 글의 사회적 맥락의 

특징으로 보편 독자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즉 필자는 독자와 동

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진술한다. 따라서 글의 종결어미는 ‘ㄴ다’체로 

쓰고 필자가 자신을 가리킬 때 1인칭 대명사로 ‘제’, ‘저’가 아니라 ‘나’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주장에 대한 필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의하거나 질

문하는 것보다 평서문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도 문체를 활용할 때 

문어체의 형식으로 해야 한다.

 

 ② 논증 구조 활용 방법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글을 한국어로 써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내용

을 고려하지 않고 우선 요구하는 글자 수를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수업

에서도 제목을 받고 A4 용지 한 장으로 작성하라’고 하면 학습자는 양의 문제

에 집중할 수밖에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습자를 내용과 구조에 소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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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습자들은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한 논리성과 체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내용의 열거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주장하는 글에서 정보의 

열거로는 독자를 설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증 구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구조에 관하여서는 학습자가 반드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구조를 계획하기

부터 설계하도록 한다. 주장하는 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명하게 표현하

고, 흥미와 관심을 조절하며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을 답안지 위에 그대로 잔뜩 쌓아놓기만 해서

는 안 된다. 학습자는 스스로 생각들을 정돈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리고 글의 조직을 볼 때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글 쓰기의 형태는 ‘서론-본

론-결론’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3단 구성 방식의 기본적인 형태만으

로는 주장하는 글 쓰기의 특징을 드러낼 수 없다. 하지만 지나치게 형식화되

어 버린 기능적인 글쓰기로는 논리적으로 깊이 있고 폭넓은 글쓰기를 하기 어

렵다. 서론-본론-결론의 3단 구성은 논리 구조를 보여주는 틀이 아니라 단지 

서술 방식, 내용 조직의 형식이기 때문이다. 논증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주장하는 글 쓰기는 논증 구조를 포함한 전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주

장하는 글 쓰기의 3단 구성인 ‘서론-본론-결론’이 논증 구조를 활용한 방식으

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툴민의 논증 구조는 논증의 구성 요소가 자세하고 세 하게 제

시되어 있으며 각 구성 요소들 간의 역학 관계나 논리적 영향 관계를 설명하

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논증을 학습할 수 있는 초기 단계에 논증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주장하는 글’의 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주장하는 글이 체계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툴민의 논증 구

조의 요소를 통해 논리적인 쓰기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한 개의 

주장에 한 개의 근거와 이유’로 논리적 ‘알맹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툴민의 중심 주장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논증에는 합리성이 요구되며, 

논증의 건전성이 논의된다는 것이다. 또한 논증에 대한 판단은 논증의 구성요

소를 도출해 내는 방법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하였으며, 논증의 요소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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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claim, 또는 결론), 근거(data, 또는 자료), 보장(warrant, 또는 추론규칙, 

정당화기제)’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요소로 설명하였다. ‘반증(rebuttal), 보강

(backing), 한정(qualifier)’은 보조적인 요소이다. 툴민의 논증 구조는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V-2] 툴민의 논증 구조(Toulmin, 1958: 94-195)

툴민의 논증 구조는 ‘주장, 근거, 보장, 보강, 한정, 반증’의 모두 여섯 개의 

구성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주장, 근거, 보장, 보강’의 

네 가지 요소만 간략화시켜 최소한의 구조로 글을 구성하면 주장에 맞게 충분

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 우선, 논증의 네 가지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즉 주장은 논증이 도달하고자하는 논증의 종결점(결론)으로

서 글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핵심 주제이다. 그러나 단순한 주장은 독단이 

될 수 있다. 이어서 주장을 믿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원인으로서 정보나 

증거, 자료 등이 근거에 해당한다. 또한 보장은 근거로부터 주장으로 나아가는 

이유이다. 주장이 있고 근거가 있다고 해서 근거가 주장을 곧바로 지지해 주

는 것은 아니다.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충분한 이

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거나 정당한 이유가 재차 ‘하위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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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거나 정당한 이유 등을 다시 

지지해 주는 근거가 보강이다(이광모 외, 2006: 45).

 한국어의 주장하는 글 쓰기를 위해 툴민 논증 구조의 기본 네 개 구성 요

소의 개념에 맞추어 구체적 사례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이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 ‘자연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루는 논증의 요소와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 내용을 설계할 수 있다.

 1단계 : 근거 제시

이 단계는 필자가 자신의 생각, 견해 혹은 주장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큰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필자는 어떤 이유로 자기의 주장이 맞는지 서술해야 

한다.

근거 주장
자연 개발은 환경을 파괴한다. 자연 보호를 해야 된다.

[그림 Ⅳ-3]  논증 구조 활용 1단계

근거와 주장의 순서를 필자의 배정에 따라 서로 바꿀 수 있다. 즉 근거가 

반드시 주장 앞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근거와 주장의 배정에 따라 글을 전개 

방법도 달라진다. 근거가 주장 앞에 올 경우에는그러므로’로 연결되는 귀납

법이 되고 주장이 근거 앞에 올 때에는왜냐하면’으로 연결되는 연역법이 된

다. 

이처럼 ‘자연 보호와 자연 개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자기 생각으로 

주장하라’는 과제에서는 ‘자연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제일 먼저 한 가

지의 근거로 ‘자연 개발은 환경을 파괴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연 보호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라고 하거나 ‘자연 개발과 자연 보호 중에 하나를 선

택하라면 나는 자연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연 개발은 

우리가 사는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이다’라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단계 : 보장 구성

2단계에는 근거에 덧붙여 ‘보장’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보장’은 근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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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어떤 이유로 주장하였는지 1단계에 제시하였다면 2단계에서 그 이

유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언급한다.

 

근거 보장 주장
자연 개발은 환경을 

파괴한다.
사람은 환경과 

분리되어서 살 수 없다.
자연 보호를 
해야 된다.

[그림 Ⅳ-4] 논증 구조 활용 2단계

보장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에 보조한 역할로 어떤 중용한 가정, 

일반적 원리, 구체적인 원리의 협약, 널리 통용되고 인정되는 가치나 신념, 인

간적 동기에 대한 호소를 의미한다(조효정, 2005:22).

 3단계 : '보강'으로 논증 구조 강화

3단계는 보장의 내용을 설득하기 위한 단계이며 논증의 구조를 강화하는 목

적이 있다. '보강'은 보장에 대한 근거이다. 보장은 원래 어떠한 사실이나 원

리, 신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보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가적인 정보로 ‘보강’이 필요하다. 

근거 보장 주장
자연 개발은 환경을 

파괴한다.
사람은 환경과 분리되어서 살 

수 없다.
자연보호를 
해야 된다.

보강
최근 대기 오염등과 같은 
환경문제로 인해 새로운 
질병들이 발견되었다. 

만성기관지염이나 호흡기 
질환 등과 같은 질병은 바로 

그 예들이다.
[그림 Ⅳ-5] 논증 구조 활용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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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툴민의 논증 구조를 단계적으로 활용하면 주장하는 글 쓰기에 매우 

효과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학습자가 논증에 대한 부담감도 줄일 수 있고 

하나씩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학습자의 수준 및 숙달도에 따라 기본 구조 연습을 통해 익숙하게 한 

후 툴민의 논증 구조를 완벽하게 ‘반증’ 및 ‘반론’까지 확대할 수 있다. 

  ③ 표지 활용 방법 

쓰기 교육에서는 글쓰기 과정에 따른 표지 사용에 대해 교육시켜야 한다. 

민병곤(2004: 126-161)에서는 문어 텍스트의 논증 절차를 (1) 입장의 선택과 

표현, (2) 논거의 생성과 조직, (3) 논거의 지지와 논증 도식의 선택, (4) 반대

편을 고려한 논증, (5) 언어 표현의 선택·수정·보완 다섯 단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 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주장하는 글을 쓸 때 노증 표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민병곤(2004)의 문어 텍스트 논증 절차를 활용할 

것이다. 이 절차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주장하는 글의 내용을 생성하는 데 

적합한 표지를 선택하여 글 속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단, 외국인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단계를 조정하고 용어를 수

정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핵심 문제를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주장의 방향을 선택하고 

표현하는 단계이다. 여기서 논제 상황 표지(1)로 문제를 직접 제시한 후 주장

을 선택하고 표현할 때 주장/입장 표지(2)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근거를 생성하고 조직하는 단계이다. 주장에 따라 필요한 

정보로 근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근거를 지지하고 뒷받침 유형22)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는 포함, 권위, 예시, 비교, 대당 관계, 인과, 유추 등과 같은 진술 유형

22) 민병곤(2004: 61)은 논증이 일련의 제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라고 볼 때, 

논증의 도식이란 제 즉, 논거로서 진술된 것과 결론 즉, 주장으로서 진술된 것 간의 

계를 표상하는 습 인 방식이라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논증 도식’의 개념을 주장

하는 에 용하여 보다 베트남 인 학습자가 이해하고 쉽게 용할 수 있도록 ‘진술 유

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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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진술 유형 표지(3)와 보장·가치 기반 표지(4)를 사용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는 반대 의견을 고려한 주장인데 필자의 선택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선택하면 반박 표지(5)를 사용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주장하는 글 전체 구조를 조직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서는 구조 개관 표지(6)를 선택하여 주장을 전개하기 위한 전체 내용을 체계

적으로 조직한다. 이 단계에 나열 표지, 요약 표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 표현의 선택·수정·보완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글을 생산하

는 모든 과정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모든 단계에 상호작용표지(7)를 동시에 고

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 한 주장하는 글의 생산 절차와 그에 따라 활용되

는 표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문제 파악 상황 표지

논증적 상호 
작용 표지

 입장 선택과 표현 입장 표지
2 근거 생성과 조직 보장·가치 기반 표지

진술 유형 표지3 근거의 지지와 진술 유형 선택
4 반대의견을 고려한 주장 반박 표지
5 글 구조 조직 구조 개관 표지
6 언어 표현의 선택·수정·보완

<표 Ⅳ-1> 주장하는  쓰기의 차에 따른 표지 활용 

표지 사용에 관한 교육은 다음과 같은 예시로 제시할 수 있다23).

과제 :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련 가정교육의 역할에 한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십시오. 

우선, 과제 내용을 읽고 필자가 문제를 파악하고 표현한다. 과제에 나오는 문

제 상황과 이에 나타날 수 있는 표지를 몇 가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23) 정혜선(2010:103-110) 참조해서 재구성.

내용  명제 표지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문제는 - 이다.
-이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고 있다.

<표 Ⅳ-2> 문제 악과 표  단계에서 표지 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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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의 내용처럼 필자의 입장을 제시할 때 입장 표지가 사용되면 다

음과 같이 글을 시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최근에 사회 문제로 학교 폭력은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 학교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사회에 최근에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어서 입장 선택과 표현 단계에 <표 Ⅳ-3>처럼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내용  명제 표지

가정교육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한다.
-야 한다. -자.
-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다.

<표 Ⅳ-3> 입장 선택과 표  단계에서 표지 사용의 

위의 입장에 대한 내용 명제를 제시할 때에는 ‘논증적 상호 표지’도 같이 고

려하는데 ‘-야 한다.’, ‘-자’의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필요하다.’, ‘-

고 생각하다.’의 완곡한 어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들면 당위적인 표현

을 사용하여 입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쓸 수 있다.

건 한 가정교육으로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가정교육으로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예문에서 필자가 내세우는 핵심

적인 주장으로 대부분 이와 같이 큰 주장을 펼칠 때는 당위적이고 단정적 어

법의 표지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가정교육의 다른 형태로 작은 주장으로 다음

과 같이 제시할 수도 있다.

따뜻한 심과 사랑으로 가정에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부모님의 최소한 심으로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도와야 한다.

부모님의 충분한 화로 청소년의 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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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어/아야 한다’의 입장 표지로 주장을 강하게 제시하는 것이 주장

하는 글의 특징에 적합하여 필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주장을 표현했으면 다음 단계로 그에 뒷받침하는 근거를 생성하고 진술 유

형을 선택한다.

<표 Ⅳ-4> 근거 제시  진술 유형의 선택 단계에서 표지 사용의 

내용 명제 표지
1. 가족 구조가 변해 왔다.

1.1 과거 대가족 여러 명 한 집에 같이 살다 그러나, -지만
1.2 핵가족 중심 제도로 자녀들이 부모님이나 어르

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 
                                 <비교 유형>

반면에~
1.2.1 청조년들이 외롭게 혼차 있거나 대부
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인과 유형>
그래서, ~기 때문이다. 
...

1의 근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1 대가족과 1.2 핵가족을 비교하여 그 차

이점을 드러내면서, 비교 도식 표지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가족 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다른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두 내용 명제는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는 ‘-보다’, 기대에 어긋나는 반대 상황을 

제시할 때 쓰이는 ‘-에도 불구하고’ 등의 표지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학습자

들에게 유의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만’, ‘반면에’ 등을 활용해서 비교 유형

으로 내용을 쓰면 다음과 같이 작성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 가족 심 사회에서는 여려 명이 한 집에 같이 살았다. 그러나 요

새와 같은 핵가족 심 제도로 자녀들이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이 어 졌다. 

‘-지만’: 과거 가족 심 사회에서는 여려 명이 한 집에 같이 살았지만 요새와 

같은 핵가족 심 제도로 자녀들이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이 

어 졌다. 

‘반면에’: 과거 가족 심 사회에서는 여려 명이 한 집에 같이 살았다. 반면에 요

새와 같은 핵가족 심 제도로 자녀들이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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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어 졌다. 

1.2와 1.2.1의 내용 명제는 원인-결과 관계로 원인이 선행될 때에는 ‘그래

서’ 등의 순행적 인과 유형 표지가, 결과가 선행될 때에는 ‘-기 때문이다.’ 등

의 역행적 인과 유형 표지가 나타난다. 이 표지들을 활용하여 표현해 보면 다

음과 같이 나타난다.

핵가족 심 제도로 자녀들이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이 

어 졌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외롭게 혼자 있거나 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청소년들이 외롭게 혼자 있거나 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핵가족 심 제

도로 자녀들이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이 어 졌기 때문이다.

이는 인과 관계의 표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위하여’, ‘-려면’ 등의 수단-목

적 관계의 인과 유형 표지는 사용할 수 없다. 첫 번째 근거 내용 전개를 한 

후 원인에 대한 두 가지 근거와 해결 방안 두 가지를 각각 제시할 방법을 학

습하게 되는데 이의 내용 명제와 표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5> 구조 조직 단계에서 표지 사용의 

내용 명제 표지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혼자 대면하게 된 
이유     <나열 표지>

1. 가족 구조가 벼해 왔다. 하나는
2. 맞벌이 부부로 어머니들도 자녀 양육 문

제에 소홀히 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해결 방안      <나열 표지>

1.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 첫째, 먼저

2. 자녀들과 대화하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어야 한다. 둘째

3.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들 통해서 자녀의 
문제를 파악한다. 셋째,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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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명제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나열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나는’, ‘다른 하나는,’ ‘-이다’, 나 ‘-를 들 수 있다’의 

서술어와 호응하는데 이는 내용 명제가 두 개로 짝을 이룰 때 쓸 수 있는 표

지이다. 또, ‘첫째, 둘째, 셋째’의 나열 표지는 가장 많이 쓰이는 표지로 각각 

대등적인 내용 명제를 제시하고자 할 때 쓰이는 표지이다. 이 표지들을 사용

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하나는 가족 구조가 변화이다.

다른 하나는, 맞벌이 부부로 어머니들도 자녀 양육 문제에 소홀히 하고 있는 문제

를 들 수 있다.

첫째, 가정의 소 함을 인식하고 자녀들에게 더 많은 심을 가진다.

둘째, 자녀들과 화하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셋째,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자녀의 문제를 빨리 악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본론의 내용을 요약해서 나타내 주는데 ‘지금까

지 -을 말하였다.’ 등의 표지로 간단하게 문제를 제시해 줄 수 있고, ‘이처럼’ 

등의 표지로 본론에서 제시된 내용을 자세하게 요약하여 나타낼 수도 있다.

위에서 제시하는 방법처럼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에 표지를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게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면 학습자는 글을 생산하는 과정에 단계에 

따라 적합한 표지를 선택하여 글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습자 요인에 따른 교육 내용 

베트남의 국어 교육에서도 주장하는 쓰기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타

당한 논리 구조와 ‘귀납적 구성, 연역적 구성’ 등의 논리 전개를 바탕으로 하

는 논증 방식 및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적 완결성을 강조하며 주장하는 글 

쓰기를 지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로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도 베트남 인 

학습자들은 베트남 인의 특징과 베트남 어의 영향이 한국어다운 글을 쓰기에 

방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Ⅲ장에서 기술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교육적 처치가 필요함은 자명하다. 즉 주장의 명료성, 문단의 균

형성, 언어 사용의 정확성,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장하는 글 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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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는 것이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필수적이다. 이는 학습자 요인으로 분석

된 부정적 영향을 교육으로 처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학습자 요인은 베

트남 인의 특징 및 베트남 어의 특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 

실제로 글의 양상을 통해 잘못된 예시들을 학습자로 하여금 분명히 인식시켜

야 한다. 즉 베트남 어를 번역해서 어색하거나 틀린 표현은 학습자가 스스로 

다시 쓰거나 고쳐 쓰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글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는 이론적으

로 내용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채점 결과, 피드백 등을 제

시하여 교육 자료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장하는 글 쓰기에 베트남 인 학습자 요인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교육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글 전체에서 약한 주장, 일관성이 없는 주장, 찬반양론의 주장을 강력

하게 제시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것을 제거하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둘째, 미사여구로 시작하는 베트남 어의 쓰기 습관으로 한국어 글쓰기에서

도 유사하게 미사어구의 사용이나 장황한 설명으로 논제 접근, 하나의 단락이 

다른 단락에 비해 지나치게 짧거나 긴 불균형적인 단락 구성에 대해 이를 균

형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가르치다.

셋째, 베트남 어의 한자어 사용 및 베트남 어를 번역하는 표현 사용으로 인

한 오류를 제거할 수 있도록 정확한 언어 사용 및 주장하는 글 쓰기에 적절한 

표지 사용 방법에 대해 가르친다. 

마지막으로 맥락에 관련 종결 어미 ‘하십시오’체,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자로서 독자를 설정하고 이를 인식하여 문장의 종결을 선택

할 것을 가르친다.

① 명료한 주장 제시

주장하는 글에서 필자의 주장의 명료성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주장을 전개하여 독자로 하여금 ‘동의’ 또는 ‘공감’을 

끌어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써

야 한다. 입장을 두 가지로 다 취해 찬반양론의 방법으로 글을 전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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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 흐려지고 이는 곧 독자가 글에 집중함에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즉 어떤 입장을 명확히 취할 것을 요구하는 글의 과제인 주장하는 글 쓰기는 

글을 읽는 독자는 어느 정도 필자의 주장이 하나로 모아질 것이라는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장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명

확하게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주장하는 글의 목적을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

다는 사실을 필자가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장을 밝히는 부분에 완

곡 표현이나 의미가 애매모한 표현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필자가 선

택한 입장이 글 전체에서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게 내용을 전개해야 한다. 부

분이라도 반대 입장에 대한 지지하는 내용이 있으면 글의 설득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② 균형적인 단락 구성 

한국어의 주장하는 글은 특히 구조 측면에서 체계성과 간결성이 요구된다. 

아무리 긴 하게 전개된 글이라고 하더라도 한 편의 글에서 구성된 각 단락이  

균형적으로 되어있지 않다면 필자가 의도한 내용 전달뿐만 아니라 글의 전체 

신뢰도도 떨어지게 된다. 하나의 완성된 글을 여러 개의 단락들로 나누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베트남 인 학습자들은 글의 구조면에서 문단을 잘 구분

하지 않거나 무리하게 긴 단락으로 쓰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서론 부분에서 주

제를 접근하고 도입하는 부분에서 불필요한 정보들을 장황하게 나열함으로 인

해서 용두사미식의 글이 되거나 본론에서는 하나의 주제 단락이 완성되었음에

도 무리하게 단락을 나누지 않는 현상이 있다. 이런 특성은 주장하는 글 쓰기

에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주장을 불명확하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베트남 인 학습자에게 유용한 단락 구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순서

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무엇보다 필자는 단락의 중심 내용을 먼저 결정하게 한다. 이는 단락

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 가지로 결정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 

인 학습자가 쓴 글은 단락을 구성할 때 그 안에 논점을 여러 개로 모아 내용

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락에서 핵심 내용으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 내용을 먼저 생각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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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필자는 단락의 핵심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적합한 위치에 배치·배

정하는 연습을 하도록 지도한다. 내용 전개 방법에는 두괄식, 중괄식, 미괄식 

등의 방법들이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다. 중심 내용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

라 내용 전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심 내용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선택

하고 각 문장을 배치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글은 중괄식

과 미괄식보다 두괄식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많다. 내용의 

명료성을 위해 학습자로 하여금 단락 구조 및 전개 방법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셋째, 필자가 주장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면 주장에 따라 뒷받침 문장이 타당

한지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구성해 보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필자

는 제시한 주장에 관련 사례, 근거나 이유 등을 적절하게 진술하여 단락의 일

관성과 내용을 강화한다. 뒷받침하는 문장들은 주장하는 문장에 대한 보조 역

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뒷받침하는 문장에서 또 다른 논점이나 다른 입장

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점을 필자가 인식하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전체 단락을 완성하는 단계에서는 주장의 핵심 문장을 

어디에 놓을 것인지, 이를 뒷받침 근거들을 어떻게 배치·배정할 것인지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적절한 접속사를 사용하여 연결하였는지 등을 총괄적으로 점검

하면서 단락을 완성하도록 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요구된다.  

단락 차원에서 필자가 글을 쓰면서 스스로 내용을 점검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한 단락 안에 하나 이상의 주제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

는가? 단락 속에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가? 그 중심 생각의 위치는 단락 

내에서 적절한가? 등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학습자가 단락 구성에 대한 통

일성 및 완결성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어휘 및 표현의 정확한 사용

주장하는 글은 특히 내용의 명료성이 중요하다. 잘 쓴 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어휘와 문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베트남 인 학습자들이 쓴 

글은 흔히 베트남 인끼리는 통하지만 한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

다. 이는 습관적으로 베트남 인들이 사용하는 공통적인 어휘나 표현이 한국인 

들에게는 용인되기 어렵거나 오류로 평가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또한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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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한자어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거나 베트남식의 한자어를 

쓰는 경향도 모국어의 영향에 기인한다.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의미가 비슷한 

한자어들이 많지만 문맥에 따라 미묘한 의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의미

를 정확히 알고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베트남 어와 한국어에 쓰는 어휘의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베트남 

학습자들의 쓰기에서 어휘 사용의 오류로 드러난다. 베트남 어와 한국어의 차

이 때문에 베트남 어로 사고한 후 번역해서 글을 쓰면 다소 의미와 구조상에

서 어색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필자는 베트남어로 생각하여 번역하는 것보다 

한국어식으로 생각하고 한국어 표현으로 직접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베트남 인 학습자들이 자주 오류를 범하는 어휘와 표현을 예시를 통해서 알려 

주고 문맥 안에서 어휘의 정확한 용법을 학습하는 것이 글쓰기에 있어 모어의 

영향으로 인한 어휘 및 표현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학습자 요인을 고려하여 주장하는 글을 교육할 때 장기적으로 아래 표와 

같이 자주 범하는 오류를 목록(한자어, 속담, 번역 표현들 등)으로 만들어 베

트남 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한자어를 틀리게 쓰는 문맥까지 제공해야 베트남 인 

학습자가 자신도 모르게 자주 범하는 베트남 어 사용 오류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베트남 인 학습자의 글쓰기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오류 수정 목록 제시 방법의 예시는 <표 IV-6>과 같다.

<표 IV-6> 오류 수정 목록 제시 방법의 시

번역투 
표현 예시문 베트남 어 표현  수정된 표현

인생 기능 
및 교접

대학은 인생 기능 및 교
접 기능 업무 기능 높이 
하게 된다. 

kỹ năng sống và 
giao tiếp

생활과 인간관계에 
필요한 지식

대학 질
현재 대학교가 많지만 
대학 질이 별로 좋지 않
다. 

chất lượng của 
trường đại học 대학교의 수준



- 159 -

 

④ 독자의 인식과 문장의 종류 사용

맥락 차원에서 종결어미를 잘못 선택하는 것과 문장의 종류를 잘못 쓰거나 

일관되게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주장하는 글의 특징을 사회적 맥락 차원에서 체계적으

로 학습하게 하고 예시를 통해서 사회적 맥락의 오류 현상을 인식할 수 있도

록 하는 효과만 있다면 학습자의 배경 지식으로 고정된 언어를 실제 글을 쓸 

때 스스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베트남 인 학습자는 고등학교 때 

교육적 경험을 통해 글을 평가해 주는 교사를 독자로 생각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장하는 글은 꼭 한 사람에게만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독자를 평가하는 교사로 한정하여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강조

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독자와 평등한 입장으로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고 독

자가 필자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를 

대상으로 경어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대신에 문어의 특징으로 종결어미를 

선택하고 독자와 상호작용도 말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호소하

기 위한 명령문들을 많이 제시할 필요가 없고 평서문 위주로 글을 진술하는 

이설
첫째, 대학교 대부분 이
설을 가르쳤으니 연습 
적은 것을 가르치다. 

lý thuyết 이론

전문 과목 그래서 대학에서 전문 
과목을 가르치 뿐만 아
니라 직장 기능을 가르
치는 것은 좋겠다. 

môn học chuyên 
môn 전공과목

직장 기능 kỹ năng công việc 일에/ 직장 생활에
서 필요한 지식

컴퓨터 기
능 예를 들러서 컴퓨터 기

능 관련 인력  관리  기
능 등등이 있다. 

kỹ năng máy tính 컴퓨터를 다루는 기
술

인력 관리 
기능

kỹ năng quản lý 
nhân sự

인사 관리에 관한 
지식

현상과 모양
파괴되었던 자연화경은 
개발 후에도 원래 있었
던 현상과 모양으로 돌
릴 수 없는 것이다. 

trạng thái và hình 
dáng 상태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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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다. 베트남 인 학습자가 흔히 글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과 같은 인사 표현들이 주장하는 글에는 적절하지 않다

는 것도 지도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2) 집단의 수준에 따른 교육 내용

 주장하는 글은 한국어로 내용을 명백히 하고 그에 알맞은 객관적이고 타당

성이 있는 근거만을 표현하도록 글의 내용 요소와 구조와 관련하여 구조의 체

계성, 구조의 응집성 그리고 주장과 근거 간의 관계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

는 논증 구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효과적

으로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논증을 이루는 요소와 구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

장에 설득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등은 학습자의 현재 한국어 능력 수준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주장하는 글 쓰기를 지도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글을 분석한 결과를 하위 집단과 상위 집단으로 나누었다. 각 집

단의 특징도 다르고 글에서 나타나는 특성의 양상도 다르다. 물론 하위 집단과 

상위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들이 있다. 더구나 두 집단의 특성을 

모두 가진 중위 집단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현재 한국어 능

력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하위 집단은 중위 집단으로, 중위 집단을 상위 집단으로 그리고 이미 상위 집

단에 있는 학습자들은 원어민의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본

다. 따라서 각 하위 집단과 상위 집단에 해당하는 글의 양상들을 다음 수준의 

단계로 올리려면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아를 위해서 하위 집단 학습자에게는 ‘주제의 정확성’에서 시작하여 과제 핵

심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트남 인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을 보면 논제 분석에서 정확한 논제를 파악하지 못해서 

논의 자체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

장하는 글의 목적에 맞게 필자는 과제의 핵심 요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과제 내용을 이해하는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

교’ 자체가 논제라기보다는 ‘대학교의 역할이 학문인가 미래의 직업인가?’ 라

는 질문이 논제라는 점에서 핵심어는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교의 역할’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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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핵심 문제를 단순한 용

어 정의에서 더 나아가 주장하기 글 쓰기의 과제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교육 

현장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 파악이나 쓸 글에 대

한 학습자의 사고의 깊이 없이는 좋은 글을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급 수준의 언어 사용을 위해 정확성 및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단

계씩 올라가며 어휘, 문법에 대한 학습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미 내용 측면에서 하위 집단에서 보인 부족한 면을 보완하는 지식이 제공되

는 셈이다. 학습자가 주제에 맞게 어휘와 문법을 정확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주장하는 글의 기본인 ‘근거’를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

는 기능을 키우게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의미 있는 정보’, ‘가치 있는 근

거’를 찾으면서 주장하는 글감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주제와 정보를 통해 글을 구성해 보는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하위 집단과 상위 집단 사이의 중위 집단은 어휘 문법은 어느 정도 수준이 

갖추어졌으나 문법을 선택할 때 하위 집단과 달리 중-고급 문법 항목들로 시

작하여 정확한 용법과 의미의 파악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연습이 중요한 교

육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위 집단의 강점인 어휘력을 활용하여 정확하

면서도 간결한 고급 문형들을 쓸 수 있도록 해당 능력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근거의 타당성과 설득력’에 중점을 두어 의미 있는 정보보다 객관적이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게 하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렇듯 중위 집단은 

‘구조의 체계성’을 한층 더 심화된 내용으로 단락 단위에서 근거를 조직력 있

게 배정하고 그에 필요한 예시나 통계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넣어 [주장-근

거]라는 알맹이 요소를 확대시키는 작업을 연습하도록 유도한다. 즉, 툴민의 

논증 구조로 생각하면 [근거-주장] 사이에 [보강]의 요소가 추가된다. 물론 

여기에서 어휘 학습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아도 중위 집단의 어휘 표현 

오류 유형에 맞게 ‘번역투의 표현’, ‘한자어의 오류’ 등을 주목하게 하면서 학

습자의 어휘력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수업을 하도록 한다. 

상위 집단 학습자는 이미 어느 정도의 수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글 또한 어느 정도 잘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 차원에서 외국

인의 수준을 넘어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원어민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데에 목표를 두도록 한다. 상급 집단의 학습자에게는 ‘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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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논리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하게 된다. ‘구조의 체계성’ 면에서도 툴

민의 논증 구조의 ‘보장’ 및 ‘반증’, ‘한정’까지 나갈 수 있게 확장된 학습 효과

를 만들어 준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상위 집단 학습자에게만 ‘표지’를 가르치

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어있지만, 하위 및 중위급 학습자들에게도 접속사, 연결

어미, 나열 구조 등과 같은 ‘표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학습 중간 중

간 자연스럽게 해당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표 IV-7>과 같다.

하위 집단 상위 집단

내용의 
설득성  

·주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방
법, 주제를 정확히 파악 
·찬반 중에 명확히 입장을 선
택하고 주장을 명료하게 제시
·의미 있고 설득력 있는 근거 
선택

내용
의 

일관성

·주제 도입을 위한 간결한 접
근의 방식
·주장을 글 전체에 일관되고, 
강력하게 진술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근거 
선택

구조의 
응결성

·글의 전체 구조 체계화
·문장의 호응 관계 강화

구조의 
응집성

·단락 구조의 응집성 강화
·긴 문장 사용 점검

언어 
사용의 
정확성

·베트남 어식의 어휘, 표현, 
문법사용 오류 최소화

언어 
사용의 
효율성

·고급 어휘, 표현, 문법의 정
확히 사용
·표지를 효과적으로 사용

문어체 
및

문장 
종류의 
적절성

·문어체의 종결어미 사용
·평서문 위주로 내용 전개 

경어법
의 

적절성

·보편 독자의 설정으로 경어
법을 적용하는 요소 제거
·종결어미의 일관성 강화

<표 IV-7> 의 수 에 따른 교육 내용

<표 Ⅳ-7>에서 제시한 내용처럼 글의 수준에 따라 하위 및 상위 집단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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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학습 용이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로 주장

하는 글 쓰기를 연습하고 그를 통해 쓰기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주장하는 글 쓰기의 교수 ․ 학습 방법

 1) 주장하는 글 쓰기의 교수·학습 모형

  주장하는 글은 장르적 특징으로 인해 베트남 인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글 중에 하나이다. 여기에 베트남 인과 베트남 어의 특징의 부정적 영향까지 

더해서 베트남 인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 쓰기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베트남의 실제 한국어 교육 상황을 보면 쓰기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가 30명 내외이기 때문에 교사가 짧은 수업 시간에 모든 학습자

들에게 맞는 교육을 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쓰기 수

업의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교사의 역할과 교육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학습자가 서로 돕고 글을 써가

는 방식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햄먼드(Hammond et al., 1992: 17)는 장르 중심 쓰기 교육으로 ‘모델링과 

협의를 통한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맥락 지식 

세우기-모델링하기-함께 쓰기-혼자 쓰기’의 네 단계가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베트남 인 학습자를 위한 주장하는 글 쓰기 교수·학습 모형

을 햄먼드의 수업 모형의 일부를 활용하여 앞서 설정한 교수·학습의 원리에 

따라  베트남의 실제 현황과 베트남 인의 특징을 고려한 주장하는 글 쓰기 교

수·학습 모형을 [그림 IV-5]와 같이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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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6] 주장하는 글 쓰기 교수·학습 모형

바깥쪽의 세 원형은 교수 학습의 기본 3단계를 상징하며 각각 [그림 Ⅳ-5]

는 네 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쪽의 제일 작은 원형은 주장하는 글  

쓰기의 교수·학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글쓰기 교수·학습의 핵심 목적은 바로 

베트남 인 학습자들의 주장하는 글 쓰기의 능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교수·학습 

내용, 교수·학습 방법과 이를 위해 주로 진행하는 활동이 나타난다. 밖에서 안

으로 갈수록 교수·학습이 심화된다.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첫 번째 원은 1단계로 교사가 반 학습자 전체를 대상

으로 세 가지 내용 지식을 제공하고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단계이다. 내용 지

식은 장르 지식 제공, 논증 구조 활용 방법에 대한 지도, 표지 활용 방법에 대

한 지도를 포함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지식 내용으로 학습자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학습장 요인과 관련하여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또한 과제의 내

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학습자에게 설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두 번째 원형은 2단계로 같은 반 친국들과 토론 및 발표하는 형식으로 상호

작용의 효과를 강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과제 내용에 대해 대여섯 명의 소

집단을 구성하여 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서로 공유한다. 흥미가 없거나 평

소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친구의 도움으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시된 주제에 대해 일반적

으로 찬성이나 반대와 같은 입장이 더 논리적인지 학습자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은 1교시 분량으로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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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원형은 3단계로 교사와 필자 그리고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의 효과

를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원을 4등분으로 나누었는데 이는 각각 

1교시 분량에 해당된다. 우선 교사는 소그룹 활동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대한 

전체 피드백을 준다. 학습자들이 문제 상황을 알맞게 이해하였는지, 거기에 자

신의 주장 선택에서 이상한 점이 있는지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 해 준다. 이어

서 학습자들에게 준비된 예시 자료를 제공한다. 자료는 두 가지로 주장하는 

글의 모범이 되는 예시와 오류 예시이다. 예시 자료는 꼭 과제와 같은 내용일 

필요도 없고 꼭 하나만으로 줄 필요도 없다. 다만 주장하는 글을 잘 쓰는 예

시와 못 쓰는 예시로 학습자가 이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목적에 적합하면 

된다. 여기에서 교사의 역할은 2차 피드백도 있는데 이는 3단계의 마지막에 

하게 된다. 

3단계의 둘째 내용은 짝 활동이다. 학습자는 두 명씩 같이 앉아서 예시들을 

살펴보고 주장하는 글의 구체적인 내용, 형식, 맥락에 대한 어떠한 유의점이 있

는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2단계에서 이미 생각해 놓은 아이디어와 주장의 방향

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하고 짝과 의논하게 된다. 그룹 활동보

다 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논하며 자신의 생각도 즉시 점검하고 상대방에게도 

의견을 청할 수 있다. 또 오류 예시를 통해 같은 베트남 인의 입장에서 자신도 

비슷한 오류를 냈는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반성적으로 볼 수도 있다.

3단계의 세 번째는 필자의 개인 활동이다. 짝 활동을 통해 생각을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과제에 대한 계획을 세운 후 이어서 초고를 쓴다. 여기서 교사

로부터 제공받은 장르 지식, 동료들과 교환한 의견 및 생각을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글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작성하게 된다.

3단계의 네 번째는 다시 짝 활동으로 이어나간다. 앞에서 같이 의논한 짝과 

함께 다시 앉아서 각자의 초고 쓰기 내용을 바꿔서 서로 점검해 주면서 오류 

확인 및 구조상의 논리 문제 혹은 표지 사용에 대한 의문 문제 등을 논의한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을 서로 받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글의 구조나 모국어의 영향 등과 같은 지식을 다른 사람의 글을 통

해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같은 학습자 동료 간의 상호작용에는 유

의할 점이 있다.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운 사용자이기 때문에 서로

의 글을 읽고 의견을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한국어 표현이나 한국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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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관해 완벽한 교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점검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 점검표는 질문형식으로 학습자 스

스로 혹은 학습자 서로의 글을 보면서 점검표의 항목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상

대방의 글을 점검할 수 있다. 한국어 사용과 관련된 문제와 논리 문제 등은 

교사의 확인 및 교사의 2차 피드백을 통해 점검 받는다. 이 단계가 끝나면 필

자가 초고로 쓴 내용을 다시 고쳐서 교사에게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학습자의 글을 모아 다음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주는데 

학습자가 피드백에 대해 문의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2) 주장하는 글 쓰기 수업 설계

앞서 교수·학습 모형에 따르면 베트남 인 학습자에게 주장하는 글 쓰기 수

업은 총 4~6교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르에 대한 특징과 논증 구조 

활용, 표지 활용 지도는 과정 전체에서 한 번만 할 수 있다. 그 외에 과제에 

따라 다른 수업 단계들을 이어서 연속적으로 4교시의 설계가 필요하다. 마지

막 2차 피드백은 시간에 따라 다음 수업 시간으로 넘기는 것이 좋다. 수업의 

절차는 <표 Ⅳ-8>과 같이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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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역할 및 활동 자료 동료와 상호 
작용교사 학습자

1
지식 제공, 논증 
구조 지도, 표지 
사용 지도

학습 장르 특징
과제 내용

2

토론 및 발표 진
행을  안내, 관찰 토론,  발표를 통해

서 배경 지식 공유,
마인드 맵, 브레인스
토밍

메모장 그룹 활동,
1차 피드백, 예
시 자료 제공

3 안내, 관찰
장르 특징 탐구, 예
시를 통해서 모범 글
의 특징, 오류 인식

예시 자료 짝 활동  
4 관찰 글쓰기 점검표1
5 서로의 글을 점검

각자의 글 고쳐 쓰기 점검표2 짝 활동  
6 2차 피드백 글 완성하기 글 완성

<표 Ⅳ-8> 주장하는  쓰기 수업 차

제1교시는 지식 제공으로 교사가 학습자에게 주장하는 글의 특징에 대해 설

명한다. 그리고 학습장의 요소를 고려하여 주장하는 글을 위한 구조 및 언어 

사용을 위한 표지를 교육한다. 이어 논증 구조로 툴민의  네 가지 요소의 구

성을 적용한다. 이때 표지 사용을 논증 텍스트를 위한 절차를 활용해서 각 단

계에 필요한 표지를 활용하도록 지식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글의 

과제를 가지고 과제에 대해 설명한다. 

 제2교시는 그룹 활동으로 학습자 전체를 5~6명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과제

를 가지고 쓰기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그룹끼리 토론해서 주제

를 파악하고, 배경 지식을 공유하여 주제에 접근할 뿐만 아니라 그룹 혹은 자

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룹 내에 브레인스토밍이

나 마인드맵으로 아이디어를 구성한 후 주제, 주장에 관한 각자 혹은 그룹의 

근거들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그룹 단위로 발표한다. 이어서 전체 피드백 및 

자료를 제공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그룹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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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에 대해 교사가 피드백을 주고 학습자들에게 준비된 예시 자료를 나누어 

준다. 예시 자료로 장르를 탐구할 수 있는 모범 예시와 베트남 인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 양상을 체험할 수 있는 오류 예시가 있다. 

 제3교시는 짝 활동으로 교사가 나누어 준 자료를 보고 2명의 학습자가 같

이 의논한다. 모범 글 예시를 통해서 모델링할 수 있는 효과와 오류 예시를 

통해서 오류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베트남 인의 공통 특징들로 인해 

범한 오류 유형들을 2명이 직접 확인해서 본인도 비슷한 오류를 그동안 범하

였는지 등을 이야기한다. 

 제4교시는 학습자별로 개인 쓰기가 진행되는데 교사가 제공한 지식, 토론, 

발표를 통한 아이디어 및 짝 활동을 통한 체험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과제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 개인적으로 점검표를 작성하는 

것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다.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 질문 

1) 문제 악을 제 로 악하 는가?

2) 주제에 한 정보가 충분하 는가?

3) 주장은 명확하게 설정하 는가?

4) 주장을 뒷받침하기 한 어떠한 정보/근거를 비하 는가? 그 정보들은 타당

성, 객 성, 성이 있는가?

5) 문제에 한 독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 후에는 본격적으로 글의 개요를 짜고 초고 쓰기를 끝내야 한다. 이 때 

시간의 제한으로 글 전체를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글의 일부 혹은 단

락 1~2개를 쓰는 것으로 교사가 안내해 준다.

 제5교시는 짝 활동으로 서로의 글을 점검한다. 각자가 쓴 내용을 서로 교

환해서 점검하는 작업이다. 혼자서 못 보는 오류, 무의식적으로 베트남 어를 

번역하는 표현이나 문장 등 언어 사용에 관한 베트남 인의 특징들이 글에 나

타났는지를 살펴가면서 서로 확인하는 활동이다. 더 나아가 글의 구조면에서 

불필요한 문장이나 부적절한 정보가 있는지 서로의 공감을 얻어 교정해 주도

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글을 점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점

검 질문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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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질문2 

1) 주장은 일 되게 진술하 는가?

2) 근거 지지를 해 어떤 진술 유형을 선택하 는가?

3) 근거로써 충분히 논리성이 있는가?

4) 문단을 균형있게 조직하 는가?

5) 지나치게 긴 문장이 있는가?

6) 번역시의 표 , 베트남 식의 한자어, 베트남에 련 소재로 의미가 불명확하게 

된 부분은 없는가?  

7) 확실하지 못한 한국어 속담, 격언 등이 있었는가?

8) 각 단계에 따라 한 표지를 사용하 는가?

9) 지나친 완곡 표 의 사용으로 입장에 신뢰성을 떨어뜨리지는 않았는가? 

10) 결론 부분에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여 주장을 흔들리게 하 는가?

11) 독자 요소를 고려한 문형과 종결어미를 하게 사용하 는가?

점검 내용을 상대방에게 주고 각자의 글을 점검표와 함께 확인한다. 여기에

서 각자가 본인의 글을 1차로 고쳐 쓰기까지 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제6교시는 학습자의 수가 많아서 교실에서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러므로 교사가 각 학습자의 글에 대한 피드백을 작성하고 다음 수업 시간에 

나눠 주고 필요하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한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실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베트남 

인의 영향 요인을 최대한 반영하여 모델링하기의 단계를 두 가지로 나누어 예

시 글 읽기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좋은 글의 예시와 베트남 

인이 범한 오류의 예시를 보여 주는 것이다. 학습장 요인에 대한 처치를 위해

서는 좋은 글로 예시를 보여 주는 수업이 필요한 반면, 학습자 요인에 대한 

처치를 위해서는 실제로 범한 오류를 관찰하고 그 오류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학습자 집단이 논의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듯 

학습자가 습관적으로 범한 오류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자기의 글에 같은 오

류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시키는 방법으로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을 실시할 필

요가 있다.

이상으로 본 장에서는 한국어 주장하는 글을 베트남 인 학습자에게 교육할 

때 어떠한 내용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 내용을 실제 수업에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효과적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실제 학습자들이 쓴 작문 텍스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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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를 통해 학습자 요인 및 학습장 요인을 구별하여 그에 따라 교육 내용

을 마련하였다. 또한 글의 수준에 따라 하위 집단 및 상위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별 학습 목표를 설정하여 주장하는 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수

업 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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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요약

본 논문은 베트남 인 고급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에 대한 쓰기 교육과 그들

의 글쓰기 능력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주장하는 글은 학습자들의 

한국어 쓰기 숙달도 평가에서 중요한 글의 유형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문제에 자주 등장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트남 인 고급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 쓰기 양상과 그에 

영향을 미친 배경 요인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 내용

과 방법을 구안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베트남에서 한국어 주장하는 글 쓰기 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베트남 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능력

시험에서 생산한 주장하는 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며, 내용, 형식, 사회적 맥

락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점과 특성을 보이는가, 셋째, 베트남 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 내용과 방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야 하는가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 텍스트 분석 그리고 설문 조사 및 면담을 채택

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주장하는 글 쓰기를 위한 이론적 내용을 마련

하였으며, 주장하는 글에 나타나는 글쓰기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 분석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베트남 인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에 나타난 문제점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글을 분석하였다.

우선 Ⅱ장에서는 주장하는 글 쓰기 이론을 살펴보면서 주장하는 글의 내용

적, 형식적, 사회 맥락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주장하는 글 쓰기에 필요

한 원리로 글쓰기 맥락 및 절차를 고찰하였다. 또한 베트남에서 주장하는 글 

쓰기를 비롯한 한국어 교육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 과정

을 탐색하고 면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III 장에서는 주장하는 글에 대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채점 기준을 검토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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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분석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글의 내용 측면에서는 ‘논제 파악’, 

‘주장’, ‘근거’를, 글의 형식 측면에서는 ‘전체 구조’, ‘단락 구조’, ‘언어 사용’

을, 사회 맥락적 측면에서는 ‘독자 설정’, ‘필자 의도’로 해당 항목을 세분화하

였다. 이 분석틀에 따라 텍스트의 수준을 상위, 하위 집단으로 분류하고,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각 집단의 특징을 밝혔다. 주장하는 글 쓰기에 대한 영향 요

인들로는 한국어 교육과정, 베트남 인 학습자의 모어 쓰기 교육의 영향, 베트

남 인의 언어생활과 사고방식, 성향 등을 규명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의 논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주장하는 글쓰기 교수·학

습의 원리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수업 설계 시 학습자 요인 및 학습장 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교사와 학

습자, 그리고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최대화 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4~6교시의 수업 모형을 제시하여 베트남 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의 구체적인 수업 절차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한 언어권 학습자의 글쓰기 양상의 분석을 통해 그 문제점과 

특징을 도출하였으며,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상이 베트남 인에 한정되는 것이 연구의 한계점

이 되기도 하였다. 베트남 인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 방안이기 때문에 베트

남 현지에서의 쓰기 현황을 많이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

에서는 문제시 되지 않았을 부분이 베트남에서는 큰 의미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장하는 글을 비롯한 고급 수준의 특수 장르 쓰기 

교육이 부족한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고려할 때, 지금이 주장하는 글 

쓰기 교육을 적극적으로 논의될 가장 적절한 시기라 생각된다. 

2. 제언

본 연구는 베트남 인 고급 학습자의 주장하는 글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에 

합당한 교육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즉 의사소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베

트남의 한국어 교육에서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쓰기 능력 평가와 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한국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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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 TOPIK의 쓰기 문항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적절하게 만족시키는 텍스트

를 작성하고자 할 때, 학습자들이 글쓰기의 중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밝힘으로써 학습자의 쓰기 능력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 자료로 본 연구는 토픽의 쓰기 문항에 

대한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답안지를 선별하였다. 현재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목적과 상관없이 이들의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는 도구로는 토

픽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픽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능

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 제시한 베트남 학습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특

수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글쓰기 교육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문목적을 위한 글쓰기에 적용하는 교수·학습 방안 

등이 있다.

아울러 베트남 인 학습자의 다양한 장르의 글과 관련된 후속 연구도 지속되

어야 할 것이다. 즉 주장하는 글뿐만 아니라 설명하는, 혹은 감상하는 글 쓰기 

등 다양한 목적의 글쓰기에 대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주장하는 글 쓰기에 대한 교육이 베트남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낮은 수준의 글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가장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쓰기 교수·학습 방안을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에 도입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텍스트 분석 결과에 따

른 상, 하위 집단의 텍스트에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정

확한 교육적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베트남 인들의 주장하는 글에 나타난 특성이 그들에

게서만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외국인들에게 공

통적인 현상인지 언어나 민족, 혹은 나라 별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연구를 통해 언어나 민족, 혹은 각 나라별 다양한 글 쓰기 관련 특징을 

분석하고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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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본적이 있으십니까 ?   

   Bạn đã thi năng lực tiếng Hàn lần nào chưa ?
 

① 아직 안   봤음  ② 1번   봤음    ③ 2번   봤음    ④ 여러번 봤음 ( 4 ) 번    

 

6. 현재 본인의 한국어 능력이 몇 급으로 생각하십니까 ? 

  Bạn tự đánh   giá năng lực tiếng Hàn của mình là cấp mấy ?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이상  

 

7.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학습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모든 교육기관을 포함

하여) Tổng   thời gian học tiếng Hàn của bạn tính đến nay là bao lâu ?
 

① 6개월 이하         ② 6개월-1년         ③ 1년-2년         ④ 2년 이상  

 

8.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Mục đích bạn học tiếng Hàn là gì ?  

① 직업을 얻기 위해서 Cho công việc  

② 학문적 목적으로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 cho việc học lên cao hơn  

③ 취미로 Vì   sở thích  

④ 기타 Lý do khá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여러분은 베트남어로 쓰기를 할 때 쓰기가 어렵습니까? 

Bạn có thấy khó khăn khi viết văn bằng tiếng Việt?
 

5--------------------4---------------------------3-------------------2-------------------------------------1  

매우 어렵다 조금 어렵다 보통이다 별로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쉬운 편이다  

 

▶ 학습어 쓰기 교육에 대한 질문

 Nhóm câu hỏi về việc học tập môn Viêt tiếng   Hàn  

1. 다음 한국어의 4가지 기능 중 가장 어려운 것부터 순서대로 써주십시오. 

So sách các kỹ năng Nói - Nghe - Ðọc - Viết tiếng Hàn, bạn hãy chỉ ra mức độ 

khó đối với bản thân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     3      )        (  2    )       (       4      )      (   1          )  

 

 

2. 한국어 교육에서 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Trong việc học tiếng Hàn, bạn nghĩ về tầm quan trọng của môn Viết như thế nào ?
 

5--------------------4---------------------------3-------------------2-------------------------------------1  

매우 어렵다  조금 어렵다    보통이다  별로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쉬운 편이다  

 

3. 한국어로 쓰기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Mức độ khó của môn Viết tiếng Hà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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đối với bạn ?
5--------------------4---------------------------3-------------------2------------------------------------1  

매우 어렵다  조금 어렵다 보통이다  별로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쉬운 편이다  

 

4. 현재 한국어 쓰기 교육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Mức độ hài lòng của bạn về cách dạy môn Viết tiếng Hàn 
 

5-------------------4---------------------------3-------------------2--------------------------------------1  

매우 어렵다  조금 어렵다  보통이다  별로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쉬운 편이다  

 

 4-1. 위와 같이 대답한 이유를 써주십시오. Xin hãy cho biết lý do về mức độ 

hài lòng đó
 

 

_현재는 전체 구조와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쓰기는  

어색하지 않아졌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지금까지의 교육을 통해 본인의 쓰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Theo bạn, cách dạy môn viết như hiện tại đã giúp ích như thế nào cho kỹ năng 

Viết của bạn ?

 

5-------------------4----------------------3-------------------------- 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5-1. 위와 같이 대답한 이유를 써 주십시오. Xin hãy cho   biết lý d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쓰기 교육에서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Trong cách dạy 

môn viết như hiện tại, bạn đã được học nội dung nào nhiều nhất   ?
 

① 어휘  

② 문법  

③ 글의 내용  

④ 글쓰기 과정  

⑤ 글을 구성하는 방법(전체 구조와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방법)  

⑥ 글의 종류에   따라 글을 쓰는   방법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어떤 쓰기 교육을   받고 싶습니까? (가장 받고 싶은 교육을 순서대로 3개만 

고르십시오.)
 



- 190 -

Ðể cải thiện kỹ năng viết tiếng Hàn, hãy chọn 3 nội dung theo trình tự mà bạn 

muốn   được học.
(           )          (           )         (           )  

① 잘 쓴 친구의 글을 많이 보고 싶다. Muốn xem những bài viết giỏi bằng tiếng Hàn  

② 주제와 관련된 어휘 교욱을 더 받고 싶다. Muốn được học các từ ngữ liên 

quan đến chủ đề
 

③ 주제와 관련된 내용의 많은 글을 읽고 싶다.Muốn được xem nhiều hơn các 

nội dung liên quan đến chủ đề
 

④ 글 쓰는 과정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다. Muốn học kỹ hơn về qúa trình viết  

⑤ 문법적인 오류가 없도록 문법에 대한 교육을 더 받고 싶다. Muốn được học 

kỹ hơn về văn phạm để không phạm lỗi sai văn phạm khi viết
 

⑥ 다양한 글을 쓰는 방법을 더 배우고 싶다. Muốn học cách viết nhiều thể loại 

văn viết hơn
 

⑦ 기타/ Nội   dung khá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여러분이 특히 교육을 받고 싶은 쓰기 분야가 있습니까? (3개만 고르십시오.)  

 Nội dung mà bạn muốn học (chọn 3)
 

① 이메일 쓰기 Viết email ② 편지 쓰기 Viết thư ③ 자기 소개서 쓰기 Viết  

tự giới thiệu ④ 요약문 쓰기 Viết tóm tắt
 

⑤ 대학교나 대학원에서의 시험을 위한 쓰기 Viết để thi ở lớp Ðại học hay Cao 

học ⑥ 회사에서 보고서 쓰기 Viết báo cáo trong công t y
 

⑦ 설명문 쓰기 Viết văn giải thích ⑧ 논설문 쓰기 Văn nghị luận  ⑨ 문학 감상

문 쓰기 Văn cảm nghĩ về tác phẩm văn học ⑩ 영화 감상문 쓰기 Cảm nghĩ về 

tác phẩm phim ảnh

 

⑪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글쓰기 Viết về kinh nghiệm bản thân ⑫ 대학교나 대

학원에서의 논문 쓰기 Viết luận văn ở Đại học hay Cao học
 

⑬ 대학교나 대학원의 보고서 쓰기 Viết   báo cáo ở lớp Ðại học hay Cao học 

⑭ 기타  Thể loại khá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이 외에 쓰기 교육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Xin hãy nêu  

 thêm những ý kiến khác về cách dạy môn viết mà bạn mong muố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글을 쓰는 방법과 쓰기 과정에 대한 질문   Nhóm câu hỏi vềcách viết và qúa 

trình viết
 

1.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두 고르십시오) 

Cách bạn hay dùng khi viết (Hãy chọn tất cảvà đánh dấu sao vào cách nào bạn 

hay dùng nhất)

 

① 먼저 모국어로 글을 쓰고 다음에 한국어로 바꾼다. Nghĩ/ Viết bằng tiếng Việt 

rồi dịch sang tiếng   Hàn
 



- 191 -

② 사전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Dùng từ điển tra từ để viết  

③ 글을 쓰기 전에 다른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 한다. Nói chuyện với các bạn 

khác để lấy ý trước khi viết
 

④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내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한다. Ðọc bài viết tư 

liệu để tìm cách viết
 

⑤ 다른 사람의 글에 나온 어휘와 표현을 활용한다. Dùng các từ ngữ hay biểu 

hiện trong bài viết tư liệu
 

⑥ 한국인 친구에게 수정을 받는다. Nhờ người Hàn sửa bài sau khi viết  

⑦ 기타 Cách khá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선생님한테서 쓰기 피드백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Bạn làm gì sau khi nhận bài sửa từ giáo viên
 

① 그냥 보지   않는다. Không xem lại  

② 잘못된 부분이 많은지 적은지만 확인한다. Xem để biết bài mình sai nhiều 

hay ít
 

③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선생님께 질문한다.Xem   và hỏi lại giáo viên phần 

chưa hiểu
 

④ 무엇을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써 본다.   Xem sai thế nào và viết lại 

cho đúng
 

⑤ 무엇을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쓴 후 선생님께 검사를 받는다. Xem sai 

gì, viết lại và nhờ giáo viên kiểm tra lần nữa
 

⑥ 기타   Cách khác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다음은 쓰기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쓰기를 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Sau đây là câu hỏi về qúa trình viết. 

Hãy nhớ lại mình đã thực hiện như thế nào khi viết và trả lời

 

 

<쓰기 전>  Trước khi viết  

① 쓰기 주제를 받았을 때 먼저 여러 생각들을 메모하십니까? Ghi nháp lại 

nhiều suy nghĩ sau khi có chủ đề bài viết
 

5------------------  4-----------------------3--------------------------- 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② 글을 쓰기 전에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하고 글을 쓰십니까? 

Sắp xếp nội dung sẽ viết trong Mở bài - Thân bài - Kết luận rồi bắt đầu viết
 

5----------------   4------------------------3--------------------------   2----------------------------1
 



- 192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③ 글을 쓰기 전에 이 글을 읽을 독자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Nghĩ về người  

sẽ đọc bài viết 
 

5-------------------  4-----------------------3---------------------   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④ 이 글에 어울리는 글의 형식과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Ng   hĩ về hình thức và cấu trúc hợp với bài viết này
 

5-------------------   4------------------------3--------------------------------   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쓰기> Khi viết  

⑤ 글을 쓰는 동안에 이미 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읽고 생각하십니까? 

Khi đang viết, bạn có đọc lại và suy nghĩ thêm về phần đã viết không ?
 

5-------------------  4------------------------3----------------------   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⑥ 글을 쓰는 동안에 계속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Bạn có liên tục ng hĩ về chủ đề mình phải viết trong khi đang viết
 

5-------------------   4------------------------3---------------------   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⑦ 글을 쓰는 동안에 내 글을 읽을 독자에 대해서도 생각하십니까? 

Bạn có nghĩ về người sẽ đọc bài viết trong khi đang viết
 

5-------------------   4------------------------3--------------------------------   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⑧ 글을 쓰면서 글의 단락(paragraph)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하십니까?

 Bạn có nghĩ xem các đoạn trong bài đã liên kết với nhau chặt chẽ chưa ?
 

5-------------------   4------------------------3--------------------------------   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글을 쓰면서 글의 단락(paragraph) 안의 내용들이 잘 연결되는지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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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ạn có nghĩ xem nội dung trong từng đoạn (các câu trong từng đoạn) đã liên kết 

với nhau chặt chẽ chưa ?

5-------------------   4------------------------3--------------------------------   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글을 쓴 후> Sau khi Viết
 

⑩ 글을 다 쓰고 나서 다시 한 번 내가 쓴 글을 읽어 보면서 주제에 맞게 글을 

잘 썼는지 살펴보십니까? Sau khi viết xong, bạn có dành thời gian đọc kỹ lại 

xem bài viết đã phù hợp với chủ đề hay   chưa ?

 

5-------------------   4------------------------3--------------------------------   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⑪ 글을 다 쓰고 나서 철자(spelling)나 문법, 어휘를 잘못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보십니까?

Xem lại xem sai lỗi chính tả, văn phạm từ ngữ hay không ?

 

5-------------------   4------------------------3--------------------------------   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⑫ 글의 전체 구조가 적절한지 살펴보십니까? 

Xem lại toàn bộ bố cục bài đã phù hợp hay chưa ?
 

5-------------------   4------------------------3--------------------------------   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⑬ 글을 다 쓰고 나서 서론, 본론, 결론이 적절한 분량인지 생각하십니까? 

Xem lại coi các phần Mở bài, Thân bài, Kết luận đã được phân bố với luợng 

thông tin vừa phải hay chưa ?

 

5-------------------   4------------------------3--------------------------------   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⑭ 글을 다   쓰고 나서 내용들이 서로 잘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보십니까?

 Xem lại nội dung trong bài đã liên kết với nhau chặt chẽ hay chưa ?
 

5-------------------   4------------------------3--------------------------------   2---------------------------------1
 



- 194 -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 쓰기를 할 때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점에 대한 질문 

Những khó khăn đối với người học về môn Viết  

1. 다음은 글쓰기를 할 때 어려운 점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

를 선택해 주십시오.

Sau đây là những diểm khó khăn thường gặp phải khi viết, hãy chọn ra mức độ 

khó đối với bản thân bạn

 

① 무슨 내용을 써야 할 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Không suy nghĩ ra được phải viết nội dung gì.
 

5-------------------   4------------------------3--------------------------------   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② 내가 생각하는 문장을 한국어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다. Không thể diễn đạt 

bằng tiếng Hàn nội dung bản thân mình suy ng hĩ và muốn viết 
 

5-------------------   4------------------------3--------------------------------   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③ 한국어의 문법이 매우 어렵다. Văn phạm tiếng Hàn khó.  

5------------------- 4------------------------3--------------------------------   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④ 쓰기를 할 때 적절한 한국어 단어를 선택하기가 어렵다. Việc chọn lựa từ 

ngữ phù hợp bằng tiếng Hàn là khó.
 

5------------------- 4------------------------3--------------------------------   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⑤ 글쓰기 주제를 받았을 때 글을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Khi nhận được đề bài viết không biết phải phân chia bố cục toàn thể bài viết như 

thế nà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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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사합니다 ^̂   -------------- 

5-------------------   4------------------------3--------------------------------   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⑥ 여러 생각들을 서로 적절하게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쓰기가 어렵다.

Khó liên kết và diễn đạt các suy ng hĩ cho phù hợp và có tính logic.
 

5-------------------   4------------------------3--------------------------------   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⑦ 서론, 본론, 결론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 어렵다. Khó viết mở bài, thân bài, 

kết luận cho phù hợp.
 

5-------------------   4------------------------3--------------------------------   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⑧ 글의 종류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 글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Không biết phải viết như thế nào cho phù hợp với thể loại văn viết được yêu cầu.
 

5------------------- 4------------------------3--------------------------------   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스스로 잘못된 분을 수정하기가 어렵다. Không tự sửa được các lỗi sai trong  

 bài mình viết.
 

5------------------- 4------------------------3--------------------------------   2---------------------------------1
 

매우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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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다  조금 중요하다  보통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거의 중요하지 않다

   2-1. 중요하다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1번에서 매우 중요하다/조금 중요하다를 답한 경우)

 ① 학습자에게 한국어 쓰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직업상, 학문 목적 혹은 다른 목적으로 인해)

 ② 쓰기가 다른 기능들의 발달을 도와주기 때문에

 ③ 쓰기를 못할 겨우 한국어가 고급 수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④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한국어 쓰기를 가르치는 것이 어렵습니까?

5------------4------------3-----------2----------------1

매우 어렵다    조금 어렵다    보통이다       별로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쉬운 편이다

   3-1. 한국어 쓰기 교육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고르십시오.

        (위에서 '매우 어렵다, 조금 어렵다'를 대답한 경우)

   ① 쓰기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② 학생들이 쓰기에 흥미가 거의 없다.

   ③ 교사인 나에게도 쓰기가 매우 어렵다.

   ④ 쓰기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

   ⑤ 쓰기 교재와 쓰기 활동이 다양하지 못하다.

   ⑥ 피드백을 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현재 한국어 쓰기 교육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4-1. 위와 같이 대답한 이유를 써 주십시오.

쓰기 교육의 다양한 방법을 실제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현지 학습자 중심의 

쓰기 교재가 아니라 한국 유학생을 위한 쓰기 교재가 대부분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쓰기 교육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세 개만 골라 주십시오.

(       4    )          (     5      )         (    3       ) 

①  어휘

②  문법

③  글의 내용

④  글쓰기 과정과 쓰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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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글을 구성하는 방법(전체 구조와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 방법)

⑥  글의 종류에 따라 글을 쓰는 방법

⑦  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방법

⑧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고급 학습자를 위한 쓰기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고르십시오.

①  문법을 보다 정확하게 쓰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② 학습자가 글씨기의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읽기 자료가 필요하다.

③ 내용을 논리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연습이 더 많이 필요하다.

④ 주제와 장르에 따라 쓰기 교육 방법이 세부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⑤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어휘 교육이 필요하다.

⑥ 잘 쓴 학습자나 한국인의 글을 많이 보여줘야 할 것이다.

⑦ 피드백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며 고쳐 쓰기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⑧ 더 재미있는 교육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⑨ 쓰기를 보다 자주 연습시켜야 하며, 더 많은 쓰기 시간이 필요하다.

⑩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고급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쓰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개만 고르십시오.)

① 이메일 쓰기 ② 편지 쓰기 ③ 자기 소개서 쓰기 ④ 요약문 쓰기

⑤ 대학교나 대학원에서의 시험을 위한 쓰기 ⑥ 회사에서 보고서 쓰기

⑦ 설명문 쓰기 ⑧ 논설문 쓰기 ⑨ 문학 감상문 쓰기 ⑩ 영화 감상문 쓰기

⑪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글쓰기 ⑫ 대학교나 대학원에서의 논문 쓰기

⑬ 대학교나 대학원의 보고서 쓰기 ⑭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이 외에 고급 학습자를 위한 쓰기 교육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쓰기 교육 방법 전반에 대한 질문

1. 현재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쓰기 교육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다.

② 아이디어 생성하기-조직하기-표현하기-교정하기와 같은 과정에 중심을 둔 교육을 하고 있다.

③ 다양한 글의 종류에 따라 특징적인 구조와 형식을 익혀서 글을 쓸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

④ 간단히 주제에 대해서만 설명한 후 바로 쓰게 한다.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글을 쓰기 전에 학습자들이 서로 의논을 하도록 하십니까?

①  그렇다(     0    )      ② 아니다(         )

   2-1. 서로 의논을 하도록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의논을 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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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② 쓴 글의 구조와 형식을 적절히 쓰게 하기 위해

   ③ 쓴 글과 관련된 어휘와 문법을 적절히 쓰게 하기 위해

   ④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글을 쓰기 전에 읽기 자료를 제공하십니까?

①  그렇다(    0     )      ② 아니다(         )

   3-1. 읽기 자료를 제공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읽기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①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② 쓴 글의 구조와 형식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③ 쓴 글과 관련된 어휘와 문법을 익히기 위해

   ④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학습자들의 쓰기에 피드백을 하십니까?

①  그렇다(     0    )      ② 아니다(         )

   4-1. 피드백을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피드백을 하는 경우) 

   ① 힌트만 주고 스스로 고쳐보게 한다.

   ② 적극적으로 모두 다 고쳐준다.

   ③ 위의 두 방법을 학습자에 따라 적절히 활용한다.

   ④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2. 피드백을 할 때 가장 많이 피드백을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피드백을 하는 경우) 

   ① 문법적인 부분과 어휘

   ② 주제에 맞는 내용

   ③ 구성에 대한 부분

   ④ 전체 이야기의 논리적인 연결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3. 피드백을 한 후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피드백을 하는 경우) 

   ① 그 후에 별다른 교육 과정은 없다.

   ② 의문이 나는 사항만 질문하게 한다.

   ③ 다시 고쳐 쓰게 한다.

   ④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쓰기 과정에 대한 질문

5. 다음은 한국어 쓰기 교육을 할 때 학습자에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고급 학습자를 

위한 쓰기 교육에서 어느 정도나 사용하고 있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쓰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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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쓰기 전에 생각나는 대로 아이디어를 적게 한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② 그 주제에 대해 개요표를 작성하게 한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③ 이 글을 읽을 독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④ 글에 어울리는 구조와 형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쓰기>

⑤ 이미 쓴 부분에 대해서도 돌아가서 다시 읽어 보면서 글을 쓰게 한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⑥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이 쓰고 있는 글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⑦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이 쓰고 임ㅆ는 글의 독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⑧ 단락 간의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한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단락 안의 내용이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추었는지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한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글을 쓴 후>

⑩ 글을 다 쓴 후 다시 한 번 읽어 보면서 주제에 맞게 썼는지 살펴보게 한다.

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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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⑪ 글을 다 쓴 후 맞춤법과 문법, 어휘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게 한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⑫ 글의 전체 구조가 적절한지 살펴보게 한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⑬ 서론, 본론, 결론이 적절한 분량인지 살펴보게 한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⑭ 글을 다 쓴 후 내용들이 잘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보게 한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 고급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① 무슨 내용을 써야 할 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② 내가 생각하는 문장을 한국어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③ 한국어의 문법이 매우 어렵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④ 쓰기를 할 때 적절한 한국어 단어를 선택하기가 어렵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⑤ 글쓰기 주제를 받았을 때 글을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⑥ 여러 생각들을 서로 적절하게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쓰기가 어렵다.

5-------------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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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⑦ 서론, 본론, 결론을 적절하게 쓰는 것이 어렵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⑧ 글의 종류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 글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⑨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기가 어렵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 전체 적으로 볼 때 베트남 학습자의 한국어 쓰기 특징에 대한 질문 (선생님의 경험으로 구체적

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①  문학성을 중시한다 (문학적 , 시적 표현 )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자세한 의견 : 현재 베트남 학습자들이 쓰는 글의 종류가 문학적인 표현을 요구하는 것들이 별로 

없다. 또한 그 동안의 글쓰기 주제에 대해서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학습자들도 별로 없다.

②  한자어를 베트남어식으로 쓰고 한자어 오류가 많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자세한 의견 : 고급 화자일수록 한자어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같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네이

버 사전의검색 오류로 인해 학생들이 한자어를 쓸 경우 문맥에 맞지 않게 쓰는 경우가 많다.

③ 글의 구조를 중시하지 않다 (서론, 본론, 결론을 잘 나누지 않거나 서로의 비중에 대한 고려하지 

않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자세한 의견 : 글의 구조를 생각하여 분량으로 고려하는 일들은 베트남 학습자들이 잘하는 편이라

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쓰는 경우가 있다.

④ 주장을 제시할 때 완곡어법을 쓰거나 직설적으로 쓰지 않다.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을 피하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자세한 의견 : 문장 자체를 간단 명료하게 쓰기 보다는 길게 풀어쓰는 경향이 있고, 한 두 문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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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력할 내용을 한 문단 정도의 분량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⑤ 논리성을 위한 논증 방법을 잘 모른다 (논증 표지, 논증 구조등을 모른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자세한 의견 : 주장하는 글을 쓸 때 논리적 근거를 쓰거나,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데 익숙

하지 않다.

⑥ 단락 구성을 불합리 적으로 한다 ( 한 꺼번에 내용을 많이 담아서 단락을 잘 나누어 쓰지 않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자세한 의견 : 제한된 분량으로 써야 하는 경우에 서론 부분이 불필요하게 긴 경우가 많다.

⑦ 문장과 문장 연결하는 데에 있어서 연결어미를 한정적으로 쓴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자세한 의견 : 베트남어에서 많이 쓰는 몇 개의 연결어미만을 한정하여 쓴다. 주로 많이 쓰는 연결

어미가 ‘왜냐하면’이다.

⑧ 글을 쓸 때 독자 요소를 고려하지 않거나 독자가 채점을 해 주는 선생님으로 생각해서 존경법을 

선호한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자세한 의견 : 글을 쓸 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임에도 베트남 학습자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다. 

⑨  문어체와 구어체를 잘 구별하지 않거나 혼동적으로 쓴다 (종결어미 선택에 구어체 쓰는 것)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자세한 의견 : 개인적으로 문법과 어휘 학습시 문어체와 구어체의 구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오류라고 생각한다.

⑩ 글의 종류에 따라 구조나 표현 방법을 잘 모른다(설명하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을 똑같은 방법으

로 쓴다)

5-------------4----------------3-------------2----------------1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자세한 의견 : 이 부분은 학습자들의 모국어 쓰기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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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으로 고급 화자들에게 쓰기 지도를 할 때 제시된 글의 주제와 내

용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 베트남과 한국의 상황이 달라

서,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을 위한 쓰기 주제를 다룰 때 글감을 찾아내서 

쓰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 그리하여, 글의 주제를 이해시켜서 

쓰도록 유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고급 학습자일수록 베트남어 표현들을 한국어로 그대로 쓰는 경우

가 많다. 그래서 단순한 교정으로만 피드백을 할 경우 오류가 수정되지 않

는다.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언어학적 체계가 다르다는 걸 인식시켜야 하는

데 이는 비단 쓰기 교육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⑪ 베트남 학습자에게 쓰기 능력향상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 내용/ 방법/ 교재 등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학습자들에게는 쓰기 교육 방법론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무조건 쓰라는 식이 아니라 쓰

기 전 활동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학습자들이다. 모국어로의 쓰기와 외국어로의 쓰기가 다르다는 확실

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쓰기를 위한 다양한 선행 학습이 요구된다.

쓰기 교육은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삶과 사고를 풀어내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생

각한다. 그런 면에서 베트남 학습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사고를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느끼

고 있다. 특별히 고급 화자일 경우 제시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선행학습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쓰기 교육에 있어서 베트남 고급 학습자

들에게는 쓰기 전 활동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⑫ 현지인/ 한국인으로 쓰기 지도에 어려운 점을 말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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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료의 예시 : 시간 관리>

◯ 학습 시간에 활용한 자료 및 예시 (1)

[1] 지  리세기에는 문명이  발 하면서 인간들은 개척해 나가기 해 나무를 베

서 목제를 말거나 호텔을 짓기 해 산을 깎아내는 등 자연을 개발하기 시작하 다. 

그래서 자연을 개발하는 도 에 여러 가지 문제 들이 생기자 자연을 보존하자는 세

력과 자연을 개발하자는 세력의 갈등이 생겨났다. 내 개인 인 생각으로는 자연 보

존이 자연 개발보다 더 요하다고 본다.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들이 자연을 개발하면서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심지

어 열종을 하는 종들이 생겨난다고 한다. 인간들의 욕심으로 생태계를 괴하는 도

덕 으로 옳지 않고 먹이사는의 제일 인 인간들에게도 큰 타격을  수 있다. 이 

문제가 지속으로 계속되면 극 으로 인간들도 멸종 기에 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연 개발을 하면 지구 온산화가 더 심해지게 된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 

요인은 이산화탄소이다. 그런 이산화탄소를 흡습하고 산소를 배출해 주는 요소가 나

무인데 자연 개발로 인해 나무들의 수가 어들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더 많아지면서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지면서 지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좀 씩 멸종하면

서 결국 거의 오는 생물들이 열종을 피하기는 어려울 이다. 

결론을 내리면서 물론 자연 개발은 인간들에게 여러가지 장 들을 제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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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단락에서 언 했듯이 자연 개발은 생태계를 괴하고 지구 온난화를 

더 싱해지게 한다. 이 문제 들은 인간들의 생존에 큰 익 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

에 자연 보존이 자면 개발조다 더 요하다.

이 글은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에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와 같은 표지가 

나타나지 않아 독자가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두 번째로 온난화의 

문제인데, 이 근거의 마지막이 다시 앞 단락의 멸종과 연결되어 있어서 같은 

내용의 반복으로 기술되어 근거의 풍부성이 감소되었다. 

◯ 학습 시간에 활용한 자료 및 예시(2) 

[2A] 여러분 에 ‘갑자기 자연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

까? 우리는 살고 있는 환경과 삶의 편리해지게 열심히 개발하고 발 하는 자연자원

이 사라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무뿌리를 다 뽑고 나무가 자랄 수 없고 사라질 것이며 자연자원을 막 개발하면 

고발해질 것이다. 그런 걱정이 있는 사람은 자연을 그 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간을 해 자연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의 생각에는 자연보존이 더 

요한 것이다. 물론 자연 보존과 자연개발  어느 것이 더 요하냐는 문제에 정답 

 오답을 찾는 것이 아니다. 자연을 보존해야 그 바탕으로 자연을 개발할 수 있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를 들어 이 우주에서 “A”나무와 같은 나무가 없고 “A”

나무의 수량도 많지 않다. 그런데 인간을 해 아주 요한 나무이다. 그래서 “A”나

무를 개발하기 에 “A”나무를 어떻게 많아질 수 있느냐고 생각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처음에 그 “A”나무가 무 좋다고 막 배고 이용하면 사라

질 수 있다. 사라지면 기본근거가 없고 발 바탕도 없어진다]. 게다가 인간을 해 

자연을 막 개발하면 부정 인 상황에 면할 가능성도 있다. 잘못된 개발로 자연을 

괴할 수 있으며 인간에 피해를  수 있다. [3a]어느 문제라도 부정 인 면과 정

인 면이 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정 인 면  좋은 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자연보존과 인간을 해 자연개발을 잘 어울리게 시키며 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2A]는 ‘자연을 보존하면서 개발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여기서 근거로 

예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시한 예시인 'A'나무가 무엇인지 독자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뿐더러 'A'나무에 대해 다섯 문장이나 할애하였음에도 그 분량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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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1]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세계에 경제와 사회의 

지속 으로 발 하고 있는 한편 자연의 오염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기 때문

에 요즘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정부는 자연 보존  자연개발에 한 정책을 

홍보하 다. 어떤 나라는 자연보존에 심하는 반면에 어떤 나라는 자연개발에 심

한다. 그 다면 체 자연보존과 자연개발  어느 것이 더 요하는 문제에 해서 

많은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2] 나의 생각에는 자연보존과 자연개발이 둘 다 요한 것은 자연보존이 좀 더 

요하다고 생각한다. [3b]병 치료와 마찬가지로 병에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마련이다. 그 기 때문에 내 의

견에는 자연개발보다 자연보존이 더 시해야 하는 것이다.

[4] 우리도 볼 수 있으니만큼 자연개발은 돈이 량으로 필요하던 들 결과가 그

게 좋지 않는다. 괴되었던 자연화경은 개발 후에도 원래 있었던 상과 모양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이다. [3c]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말이다. 그 이유로

써 우리 인간은 자연을 괴한 후 자연개발을 할 바에야 먼  어떻게 자연은 보존할 

수 있는 의견과 정책을 찾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지 까지 나는 나의 자연보존과 자연개발 둘 에 어느 것이 더 요하다는 것에 

한 의견을 제시하 다.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라도 마음 로 자연을 변하면 안 된

다. 여러 가지 생물과 짐승들과 살 수 있게끔 자연보존은 더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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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에 대한 설명>

 [H34 M59]에서 [1]은 서론으로 글을 도입한 예시이다. 그러나 서론 부분

의 내용이 주제의 범위보다 더 넓어 ‘인간의 현대 사회’, ‘온 세상’, ‘모든 나라 

정부’와 같이 시사적인 정보를 일반적 내용으로 전환시켜 버리면서 주장과 핵

심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였다. 귀납적인 전개 방식으로 이런 정보가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제한된 시간에 보다 유의미한 정보를 담아야 글의 전달 

효과가 높일 수 있다.

[3a,b,c]의 경우는 어떠한 진리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근거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권위도식을 사용하였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 제시한 사

실이 근거를 뒷받침할 역할로 사용되기에는 서로의 연결이 부족하여 불필요한 

정보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필자의 주장은 나왔으나 주장의 명료성이 보이지 않는

다. ‘둘 다 중요하다’의 의견과 함께 좀 더 중요하다’와 같은 약간의 정도 차이

만을 드러내어 필자의 주장과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세 번째 문장은 주장과 거

의 비슷한 내용으로 ‘자연을 중시해야한다’라는 내용을 단편적으로 강조하였

다. 여기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더 선명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

시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락은 ‘자연 개발의 큰 비용’으로 이는 주장에 대한 하나의 다른 

근거로 볼 수 있지만 각 문장이 서로 잘 연결되지 않아 서로 의미 보완의 역

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학습자가 정보를 선정하고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정보의 의

미 및 근거의 설득성이 부족하여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결과적으

로 글 속에서 불필요한 정보가 되어버렸다. 

[워크  통해 면담 자료]

면담 질문 사항들을 답한 내용

1.  Em không lập dàn ý : 개요 작성을 하지 않다

2.  Có phác hoạ ý tưởng trong ầu : 머기속에  만 아이디어 구성한다

3.  Không cần viết nháp : 시간 상 고 쓰지 않았다

4.  Thực hiện bố cục: 1 oạn mở ầu nêu vấn ề, hai hoặc hơn nhiều oạn 

thân bài giải quyết vấn ề và 1 oạn kết lại : 일반 으로 도입 단락 1, 본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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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단락으로 나 다.

5.  ối với bài tiếng Việt có khó kh n: tìm lý lẽ ể phân tích : 베트남 어로 

쓸 때 한 근거를 선택하는 것이다.

6.  ối với bài tiếng Hàn khó kh n lớn nhất là từ vựng, kế ến là cấu trúc 

ngữ pháp, kế ến là viết úng v n phong Hàn. 한국어를 쓸 때 언어 사용인 가장 

어렵다. 그리고 한국어의 특징으로 문법을 정확히 사횽하는 문제이다.

7.  Những chủ ề này là v n nghị luận xã hội, thiên về phân tích – chứng 

minh. 논증, 주장하는 로 베트남 어로 익숙했다.

8.  Cách viết bài tiếng Hàn: suy ngh  bằng tiếng Việt rồi dịch sang tiếng 

Hàn, nhưng những cấu trúc nào biết bên tiếng Hàn rồi thì viết ngay bằng tiếng 

Hàn chứ không dịch sát từ tiếng Việt qua. 베트남 어로 사고하고 일부 번역 작업

도 머리속에 진행하게 된다. 한국어로 직  쓸 수 있는 들이라면 번역하지 않다.

9.  Nếu có thời gian, thì em sẽ tra từ iển... ồng thời khi viết ược 1 vế câu 

sẽ copy nguyên vế câu và tra trên google ể xem trên mạng có vế câu ó hay 

không. Làm như vậy sẽ kiểm tra ược mình viết úng hay không. 사   인터

넷 검색을 잘 활용한다, 특히 문장을 쓸 때 구조상, 표  상 맞는지 웹사 을 검색해

서 확인한다. 

   

< 학의 역할>

오늘날에는 학이 미래의 승진의 좋은 조건이며 좋은 직업의 ‘여권’이라고 생각하

는 사람이 많다. 그 기 때문에 국, 한국, 베트남 등과 같은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

서는 학 입학 시험이 매우 요하다. 이 듯 학이 미래의 직업을 비하는 이상

한 곳일까? 내 생각에는 학의 제일 요한 역할이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는 것이

고, 그 다음에 지식인을 만드는 것이다.  

학이라면 우선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는 곳이야 한다. 학생들에게 학문을 달할 

뿐만 아니라 연구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야 된다. 어떤 학의 발 과 

유명은 그 학의 교수단과 학생들의 연구 결과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학이 연구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교수단과 학생들에게 많이 지원하며, 정당과 정치  독립, 지

원자와 재정  독립  종교 단체와 종교  독립이 있어야 된다.

학의 다른 요한 사명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인을 만드는 것이다. 

학생을 좋은 지식인으로 훈련하기 하여 모범 교수단이 있어야 한다. 즉, 학의 교

수들이 어떤 분야의 문가이며 과학에 윤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게다가 학

의 리자와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사회에 이바지하는 의식을 달해야 한다.     

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의 핵심 역할은 연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개

발하는 것이며 사회에 이바지할 지식인을 조성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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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을 통해 받은 학습자의 글 자료>

사람들은 경제가 좋으면 좋을수록 삶에 해 느끼는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삶에 한 만족도와 행복이라는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경제

 여유와 행복이 꼭 비례한다고 할 수가 없다. 경제는 행복에 향을 미치는데 행

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구나 먹고 살기 해서 경제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경제 인 

여유는 자기의 삶의 목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일 수 있다. 경제 인 삶

을 살게 된다면 먹고 살기 한 부담이 덜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삶에 한 만족도가 높아질 법이다. 그리고 경제 인 여유가 있으면 먹고 살

기 한 부담에 벗어나고 삶에 한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고 삶의 수 도 높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여유는 우리가 삶에 한 느끼는 행복을 결정

할 것인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상으로 행복에 한 한 조사를 실행하 다. 그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선진국에 있는 사람보다 휠씬 더 행복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조사를 통해서 경제 수 이 높아도 행복을 결정할 수 없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진국의 사람들이 경제뿐만 아니라 가족, 사랑, 의욕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소한 가치를 받아들이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 때 행복을 결정하

는 요소는 경제  여유가 아니라 자기의 삶에 한 만족과 같은 다른 정신  가치들

이다. 

에 지 했던 것처럼 경제  여유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

인 가치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제와 같은 물

질 인 가치에 무 짐작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정진 인 가치를 찾아내는 데에 자

기에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가치가 있다. [워크  자료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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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면담 자료 >

베트남 학습자에게 쓰기 능력향상하기 해서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교육 내

용/ 방법/ 교재 등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말  부탁드립니다.

쓰기 주제가 주어졌을 때 5분 정도는 그 주제에 해 생각해보고, 말풍선을 사용

하여 핵심어를 악하게 하고, 해당 주제에 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게 한 후에 

쓰기를 시작한다.

지인/ 한국인으로 쓰기 지도에 어려운 을 말  해 주십시오.

문어체와 구어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을 쓸 때에는 문장부호가 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에 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쓰기 수업 시간이 부족하고 고  학습자들을 한 합한 쓰기 교재가 

찾기가 좀 힘듭니다.

주장하는 에 한 의견

모국어화자나 외국인이나, 개념을 달하려면 한 어휘의 사용과 주장의 근거

를 논리 으로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휘는 필수 이고, 주장의 근거를 

분명하게 논리 으로 세우려면 주제에 한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한 주제에 따

라 쓰기의 양식이 다르므로 이에 한 연습을 부단히 해야 한다. 그러므로 문법과 

어휘에 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논거를 논리 으로 피력하기 

해서는 논증에 한 연습과 쓰기 양식에 한 연습을 필요로 한다.

베트남 학습자들에게는 쓰기 교육 방법론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무조건 쓰라

는 식이 아니라 쓰기  활동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학습자들이다. 모국어로의 쓰기

와 외국어로의 쓰기가 다르다는 확실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쓰기를 한 다양

한 선행 학습이 요구된다.

쓰기 교육은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삶과 사고를 풀어내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베트남 학습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사고를 

표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별히 고  화자일 경우 제시된 주

제에 한 자신의 의견을 표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선행학습

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쓰기 교육에 있어서 베트남 고  학습자들에게는 

쓰기  활동이 더 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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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문법 총 에 한 의견>

한국인으로 고  화자들에게 쓰기 지도를 할 때 제시된 의 주제와 내용을 이해

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 베트남과 한국의 상황이 달라서, 한국어 고  학

습자들을 한 쓰기 주제를 다룰 때 감을 찾아내서 쓰게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 그리하여, 의 주제를 이해시켜서 쓰도록 유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

다.

한 고  학습자일수록 베트남어 표 들을 한국어로 그 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단순한 교정으로만 피드백을 할 경우 오류가 수정되지 않는다. 한국어와 베

트남어의 언어학  체계가 다르다는 걸 인식시켜야 하는데 이는 비단 쓰기 교육에서

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쓰기 수업에 한 지인 교사의 의견>

질문1: 지에서의 쓰기 교육 황(교재, 쓰기 학습 시간, 교수 방법, 과제형태, 

다른 기능-과목과 연계성 등) 

교재: 한국어 3 (연세 학교 집 ) 쓰기 학습 기간 : 45 시간 (15주, 주 3시간)

교수방법: 문법을 기르쳐 주면서 그 문법을 이용해 실 상황에 어떻게 쓸지 문장 

몇 개의 를 보여  뒤, 학습자에게 새로운 문장을 스스로 만들게 시킨 다음, 쓰

기 주제를 내어 을 쓰게 해 . 

과제 형태: 수업 시작하기  교재에 있는 다음 과제의 문법을 미리 알아보게 함. 

그리고 수업을 마무릴 때 집에서 쓰기 주제를 냄. 한국어 쓰기 과목은 특기 한국

어 문법 과목과 연계성이 크다. 문법을 모르면 문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

고 좋은 을 쓰기 해 풍부한 단어도 알아야 된다. 아무리 문법을 잘 해석하고 이

용할  알아도 련 주제의 단어가 부족하면 쓸 거리가 많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교사로서 쓰시 과목을 맡았을 때 문법을 기르치기도하고 주제에 련된 단어도 제

공해 주기도 한다. 

질문2: 쓰기에 한 학습자의 수요  태도, 반응, 참여 의욕 

외국어 학습자들은 부분 쓰기와 말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 수업을 

들은 이유는 당연히 쓰기 잘 하기  한 것인데, 학습자는 자기가 그동안 배워 온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얼마 정확할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분이다. 그런 

마음으로 문법에 한 요구도 단어에 한 요구도 크다는 을 보일 수 있다. 그런

데 을 쓰기라는 것은 문법과 단어만을 많이 알면 잘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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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한 이론은 부족하면 쓸 거리가 많지 않아서 좋은 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이유로 쓰기 과목담당자는 학습자에게 의 구조, 거리, 맥락 등에 한 아

디어까지도 제공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어국문- 문학을 가르치는 역할도 

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한 물론 학습자가 늘 좋은 을 쓸 수 있게 해주는 훌륭

한 스승도 원할 것이다. 

질문3: 쓰기 담당 교사로서 어려운  

에 언 한 바와 같이 쓰기 과목담당자에게 높은 수 을 요청할 것이다. 그 기 

때문에 과목담당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학습자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와 학생의 의문에 어떻게 답할지의 여러 고민이 있을 것

이다. 는 학습자의 을 채 하기도 문제가 된다. 학습자의 을 읽기가 재미있긴 

하지만 힘들 수도 있다. 정확한 문법을 요시할까 내용-아디어를 요시할까 고민

이 된다. 

질문4 :  주장하는 의 교육의 황 (장르 특징에 한 지식, 의 종류에 

한 구별 등), 주장하는  쓰기 교육의 필요성 

외국어로 을 쓸때 제일 요한 것은 문장은 정확히 이루어진 것인가 맥락이 있

는가 인 것이다. 그런데 외국어 쓰기 과목을 맡았을 때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길 

것이다. 어떤 학습자가  쓸 때 문법이 아주 정확하고 내용도 아주 좋은 한편, 어떤 

학습자가 문법이 아주 튼튼한데 내용과 맥락이 약간 좋지 않다는 경우에 같은 

수을  수 있을까? 외국어만을 가르친다는데, 자기나라언어만큼 문법만이 아닌 내

용까지도 엄격한 요구가 있는 것이 무 한것이 아닐까 한다. 한 좋은 인지 안

좋은 문장인지 모두다 주  평가인것이다. 그래서 숙제나 시험을 채 할 때 학습

자의 실력을 객 으로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앞의 제기한 것들을 통해 개인  

주장은  쓰기 과목에서의 정확한 평가기 은 통일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문법만 정확하면 된다든가 문법뿐만 아니라 맥락도 어느정도 이루어야 한다는 같은 

수 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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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ducation of Korean Argumentative Writing 

for Vietnamese Learners 

 

Korean writing education in Vietnam has mainly been concentrating 

on grammatical accuracy and the usage of sentence pattern. 

Consequently there has been no concentration on teaching-learning 

method of various writing genres. Among the genres of writing 

argumentative writing has been known as an important tool for 

evaluating the writing skills of advanced learners. From this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Korean 

argumentative writing of Vietnamese advanced learners and to suggest 

an appropriate teaching-learning method for improving it.

 For this purpose, the writing essays of Vietnamese students from 

advanced level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TOPIK)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rgumentative writing of 

Vietnamese advanced learners were determined and the implications 

were studied.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a proper 

teaching-learning scheme and education content to enhance the Korean 

argumentative writing skills of Vietnamese advanced learners. 

In chapter I the need and objectives,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the subject of study and research methods were presented. In 

particular, previous studies were examined from three sections: Korean 

writing education, argumentative writing education, and writing 

assessment. Recently genre-based writing education study is being 

actively conducted. In addition, studies in variety of areas according to 

specific language group learners have also appeared. Therefo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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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ing with the problem of one particular genre of writing for a 

Sprachraum have not actively been conducted. 

In chapter Ⅱ, first the theory of argumentative writing analysis was 

appointed based on the discussion of argumentative writing from three 

aspects: status and concept, content and form, social context. In 

addition, the principles of Korean argumentative writing were discussed 

which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education content. The 

curriculum of Korean writing education in Vietnam was investigated 

through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writing education for 

Vietnamese learners. Furthermore, the demand for argumentative 

writing was examin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with the 

teachers of writing and the survey intended for advanced students. 

In chapter Ⅲ, based on the theory and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argumentative writing in Vietnamese, the writing texts from previous 

28th, 30th, 32th and 34th TOPIK  exam of Vietnamese learners were 

separat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component of text and the 

level of text. For this purpose, first the scoring criterion of TOPIK for 

evaluating advanced writing skills was studi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riterion of TOPIK was not enough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argumentative writing. Based on it a framework was 

arranged for analyzing argumentative text. The content, the form and 

the social context of text were selected as the evaluation elements of 

argumentative text. Then each element was divided into sub-elements. 

In terms of the content of text the identification of topic, claim and 

data, in terms of the form of text the entire text structure, paragraph 

structure, and language use, in terms of the social context the reader 

selection and intention of the writer were selected.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was subdivided into the component of text and the level of 

text and was discussed with the influence factors of writing.

Through this process the tendency of Vietnamese learners of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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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identified. Then the influence of the way of teaching the 

argumentative writing in Vietnam and the influence of writing in mother 

language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rgumentative writing of 

Vietnamese learners were examined.  This provided a number of 

suggestions and basis for teaching and learning and improving the 

argumentative writing skills of Vietnamese learners. 

In Chapter Ⅳ, to arrange the education content of argumentative 

writing for Vietnamese advanced learners, process-oriented principle, 

strengthen interaction principle, scaffolding principle were set as the 

teaching-learning principles. According to these principles the Korean 

writing education content and teaching-learning method were 

suggested.

 

Keywords: Vietnamese learners of Korean, argumentative text, 

argumentative writing education, Korean writing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Student Number : 2010-3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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