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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인도인 중급 이상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소개서 쓰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의 한국어 자기소개서 교육은 
외적 형식만을 강조하며 효율적인 자기소개 글쓰기 방법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는 그동안 인도 내 한국어교육기관의 쓰기 교육과정이 언어적인 측면
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이다.
 중급 이상의 인도 학습자는 자기소개에 대한 개념이 부재하며 대상독자를 의식
하며 자기소개서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식을 가지고 총 91편의 중급 이상 인도 학습자의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파악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리데이의 체계 기능 언
어학 이론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자기소개 글쓰기를 위한 교육 방법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II장 1절에서는 인도 학습자의 한국어 쓰기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밝혔다. 현재 
인도에서는 대학원 진학이나 회사에 취업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가 
아닌 간단히 기술된 이력서를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도의 교육과정에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인도 대학의 
한국어과에서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결국 현재 인도에서는 자기 표현적 글쓰기
로서의 자기소개서 장르가 낯설 수밖에 없음을 파악하였다.
 II장 2절에서는 자기소개서의 개념과 특성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자
기소개서 쓰기는 독자를 고려하여 필자인 학습자가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실용적인 목적의 글쓰기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2절에
서는 자기소개서의 개념과 장르적 특성을 논하고 3절에서 학습자를 위한 자기소
개서 쓰기 교육의 의의를 밝혔다.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을 통해 인도 학습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자기표현 글쓰기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부
수적으로 인도, 한국에서 취업 또는 진학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III장 1절에서는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소개서 쓰기 양상을 고찰하기 위
한 관점을 설정하였다. 할리데이의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 분석틀로 삼고 있는 
사용역을 고려했을 때 학습자의 텍스트는 담화 장, 담화 관계, 담화 양식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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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자기소개라는 목적에 따른 텍스트와 독자라
는 두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텍스트의 분석은 내용과 구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텍스트의 내용은 인도와 한국 문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며, 구조는 텍스트의 논리적 구성을 의미한다. 
 III장 2절에서는 인도 학습자의 자기소개서 쓰기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체계 기능 언어학의 이론을 고찰하였고, 3절에서는 2절 분석 기
준을 토대로 학습자 텍스트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담화 장 차원의 문제점이다.  인도 학습자의 텍스트를 분석할 결과, 글을 통
한 자기표현 문화의 부재, 자기소개서 장르에 대한 인식의 부재, 글쓰기 목적의
식 결여와 같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인도의 자기소개 문화의 부재로 인해 
학습자는 자기소개의 개념과 특성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인도는 구
어 문화가 더 강한 측면이 있어 텍스트를 통한 자기소개에 낯선 반응을 보였다. 
둘째, 담화 관계 차원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고, 독자의 
특성 및 기대를 고려하지 않은 글쓰기를 수행한 점, 필자의 위상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학습자는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쓰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글쓰기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셋째, 담화 양식 차원에서 자기소개서 장
르에 적합한 어휘 능력 부족, 문장 또는 문단의 비논리적인 연결, 올바른 격식체 
사용 능력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학습자는 자기소개서의 적절한 어휘
를 찾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으며 그 결과 자신을 조리 있게 표현하지 못
하였다. 또한 한국어의 격식체에 익숙하지 못한 학습자는 합쇼체, 해요체 등을 
섞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드러냈다. 
 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IV장 1절에서는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
의 내용을 마련하고 2절에서는 담화 장, 담화 관계, 담화 양식 차원에서 각각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쓰기 방법을 제시하였다. 3절에서
는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 후 작성한 글을 평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4절에서는 
본 실험의 평가 방식을 설명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인도 학습자의 한국어 자기소개서 텍스트를 텍스트와 필자, 독자 요
인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맥락을 고려한 자기 표현적 글쓰기 교육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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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인도와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할 때 자기소개서 쓰기
를 교육하는 것은 인도인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자국과 타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러한 한국적 글쓰기 전반에 얽힌 문화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추
후 연구를 통해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주요어: 한국어 쓰기 교육, 자기소개서 쓰기, 인도 학습자, 담화 장, 담화 관  
          계, 담화 양식
* 학 번:  2011-24274





- v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사 ························································································································ 4
 3. 연구 대상 및 방법 ································································································ 10

II. 인도 학습자를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의 예비적 고찰 ···························· 13
 1. 인도 학습자의 한국어 쓰기 교육의 현황과 과제 ·········································· 13
  1) 인도의 글쓰기 수업의 현황 ··············································································· 13
   (1) 초·중·고등학교 글쓰기 수업 ··········································································· 13
   (2) 한국어기관의 글쓰기 수업 현황 ···································································· 14
  2) 인도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 ································································· 16
   (1) 자왈랄네루대학교의 교과서와 교육과정 ······················································ 16
   (2) 델리대학교 한국어 수업의 교과서와 교육과정 ··········································· 18
   (3) 단기 과정에서의 교과서와 교육과정 ···························································· 18
  3) 쓰기 교육의 필요성 ····························································································· 19
 2. 자기소개서의 개념 및 특성 ················································································· 22
  1) 자기소개서의 개념 ······························································································· 22
  2) 자기소개서의 특성 ······························································································· 24
   (1) 자기소개서와 자서전 쓰기 ·············································································· 24
   (2) 자기소개서와 설득적 쓰기 ·············································································· 25
   (3) 자기소개서와 자기 성찰 쓰기 ········································································ 26
   (4) 자기소개서와 자기 표현적 쓰기 ···································································· 27
   (5) 한국어 자기소개서의 구조와 특성 ································································ 28
 3. 인도 학습자를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의 의의 ········································ 35
  1) 한국어 쓰기 교육에 자기소개서의 위상 ·························································· 35
  2) 자기소개서 쓰기의 교육적 의의 ······································································· 37
   (1) 효과적인 자기소개 능력 향상 ······································································ 37



- vi -

   (2) 독자 지향적 쓰기 능력 증진 ·········································································· 39
   (3) 자기 성찰 심화 ································································································· 40
   (4) 한국과 인도 문화 이해 증진 ·········································································· 41
   (5) 취업과 진학 가능성 증진 ················································································ 42
III. 인도 학습자의 자기소개서 쓰기 양상과 텍스트 분석 ····································· 45
 1. 인도 학습자의 자기소개서 쓰기 양상 ······························································· 45
 2. 텍스트 분석의 관점 ······························································································· 49
  1) 체계 기능 언어학적 텍스트 분석 방법 ··························································· 49
  2) 체계 기능 언어학적 관점에 따른 자기소개서 텍스트 속성 ························ 51
 3. 인도 학습자의 자기소개서 텍스트 분석 ···························································· 54
  1) 담화 장 차원 측면의 텍스트 분석 ··································································· 54
   (1) 글을 통한 자기표현 문화의 부재 ·································································· 54
   (2) 자기소개서 장르에 대한 인식 미흡 ······························································ 56
   (3) 자기소개서 쓰기의 목표의식 결여 ································································ 59
  2) 담화 관계 차원의 텍스트 분석 ········································································· 63
   (1) 독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글쓰기 방식 ················································ 63
   (2)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 미흡 ······························································ 69
  3) 담화 양식 차원의 분석 ······················································································· 73
   (1) 양식에 적절한 어휘 활용 능력 부족 ···························································· 74
   (2) 종결어미 활용 능력 부족 ················································································ 78
   (3) 논리적 구성 능력 부족 ··················································································· 80
IV. 인도 학습자를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의 실천 ········································ 86
 1.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의 내용 ············································································· 86
  1) 담화 장 차원의 교육 내용 ················································································· 86
   (1) 자기소개서 쓰기와 자기표현 쓰기의 이해 ·················································· 87
   (2) 자기소개서의 목표와 장르적 특징 이해 ······················································ 89
  2) 담화 관계 차원의 교육 내용 ············································································· 92
   (1) 독자와 필자의 관점 이해 ················································································ 93
   (2) 한국어 글쓰기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의 이해 ··············································· 95



- vii -

  3) 담화 양식 차원의 교육 내용 ············································································· 96
   (1) 어휘 사용 교육 ································································································· 97
   (2) 문체 사용 교육 ································································································· 98
   (3) 장르에 필요한 논리 구축 ················································································ 98
 2. 자기소개서 쓰기교육의 방법 ··············································································· 99
  1) 자기소개서 쓰기 교수·학습 방법 ···································································· 100
  2) 자기소개서 쓰기 교수·학습 모형 ···································································· 102
 3.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의 평가 ··········································································· 109
  1) 자기소개서 장르 이해  향상 ··········································································· 110
  2) 학습자와 독자 요소 고려 ················································································· 112
  3) 사회 문화적 맥락 요소 반영 ··········································································· 114
  4) 텍스트의 논리와 설득성 향상 ········································································· 115
  5) 어휘 사용 요소 이해 ························································································ 117
 4.  자기소개서 쓰기 수업의 결과와 제한점 ······················································· 118
  1) 실제 수업의 양상 ······························································································ 119
  2) 실제 수업의 결과 ······························································································ 121
  3) 실제 수업의 제한점 ·························································································· 122
V. 결론 ························································································································· 124

참고문헌...............................................................................................129
부록.....................................................................................................135

Abstract...............................................................................................153

 



<표 목차>

<표1> 자왈랄네루대학교 한국어 교육 과정.................................................17
<표2> 인도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과 관련된 예비조사..................................20
<표3> 예비조사 내용과 결과.....................................................................21
<표4> 한국어 자기소개서의 구성 요소와 대표적 표현..................................34
<표5> 글의 유형......................................................................................36
<표6> 인도 학습자의 자기소개서의 구성 요소와 내용..................................49
<표7> 자기소개서의 사회맥락적 기능.........................................................53
<표8> 담화 장 차원의 문제점과 특징.........................................................63
<표9> 담화 관계 차원의 문제점과 특징......................................................73
<표10> 담화 양식 차원의 문제점과 특징....................................................84
<표11> 자기표현 글쓰기와 자기소개서의 특징.............................................88
<표12> 학습자의 관점 이해......................................................................94
<표13> 사회 문화 맥락과 관계 맺기..........................................................96
<표14> 어휘 교육 내용............................................................................97
<표15>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자기소개서 구성법 교육 내용..........................99
<표16> 인도 학습자를 위한 자기소개 쓰기 교수·학습 수업 활동 모형.........102
<표17> 1차 자기소개서 실제 수업 활동...................................................105
<표18> 2차 자기소개서 실제 수업 활동...................................................107
<표19> 인도 학습자의 자기소개서 교육 조사 내용....................................109

<그림 목차>

<그림1> 진학과 취업 자기소개서의 특성....................................................28
<그림2> 장르 중심 교수.학습 절차(Hammond et al., 1992:17)..................101



- 1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중급 이상 수준의 인도 학습자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문자 언어를 통해 내용을 생
성·조직·표현하는 것이 듣기와 말하기를 통한 활동에 비해 많은 노력을 요구하기
에 인도 내 한국어 교육은 대체로 최소한의 의미 전달을 위한 기본 회화에 초점
이 맞춰져 있으며 쓰기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본고
에서는 인도 학습자가 자기표현과 자기소개서를 글로 드러낼 수 있는 글쓰기 방
법을 마련하여 쓰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기소개서는 진학 및 취업 등의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일반적으로 소개하기란 잘 알려지지 않은 대상을 해설하여 사
람들에게 알리는 양식이기에 대상에 대한 정보를 선택하고 대상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조직한다. 그러나 자기소개서는 소개할 대상이 ‘자기 자신’이므로 글쓰기 
주체와 대상이 동일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끌어내어 상대방이 인상 깊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전
략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삶을 시간적 질서로 구성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서사
적인 성격을 갖는다. 물론 자기소개서 쓰기는 인물과 사건을 플롯에 따라 구성
하는 일반적인 서사 쓰기와는 다르다. 하지만 자기 소개서의 주체와 대상이 동
일한 존재라는 점은 서술주체와 경험주체가 동일한 자전적 서사와 중요한 특징
을 공유한다. 즉 자기소개서를 쓰는 서술 주체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려 현재적 
삶과 관련시켜 의미화하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글쓴이 자
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이는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전
망한다는 점에서 서사의 시간적 질서의 특징과 연관된다. 
 요컨대 자기소개서는 소통의 목적으로 보면 정보 전달의 성격을 지니지만, 자
신의 삶을 회상하고 전망한다는 점에서 자기 서사의 특성도 함께 지닌다. 따라
서 인도 학습자에게 자기소개서를 가르칠 때 자기 서사의 양식이 갖는 정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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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할리데이 이론을 참조하여 인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왈랄네루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처음 시작된 시기는 1976년으로 인도에
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1976년에 자격증
(diploma) 과정, 1995년에 학사, 1998년에 석사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년 간 인도 내 란찌 대학교, 영어와 외국어대학교(English and 
Foreign Language University)에 한국어 전공과정이 개설되었다. 최근 인도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게 되
었고, 이로 인해 인도 노동시장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도 및 한국기업에 직장을 구하는 인도 학습자에게 중급 
이상의 자기 표현력과 자기소개서 말하기 및 쓰기 능력을 갖출 필요성이 증대하
였다. 
 인도교육원(National Council of Educational Research and Training)에서 
초1)·중·고등학교2)의 인도인 학생을 대상으로 마련한 글쓰기 교육과정을 살펴보
면 체험 쓰기, 보고서, 비평문, 구절 쓰기, 인터뷰 쓰기와 뉴스 작성법과 같은 
유형의 글쓰기가 제시되어 있으나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은 없음을 알 수 있다.3)  
이러한 이유로 인도 학습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인도인들의 교육은 주로 말하기, 듣기 및 토론을 통해서 이루
어져 왔다. 인도의 모든 경전이 구전되어온 만큼, 인도인이 가장 선호하는 학습 
방법 역시 듣기와 말하기이다. 또한 인도사회에서는 말하기와 듣기에만 문제가 
없다면 쓰기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 최근에 들어 쓰

1) NCERT, Syllabus for Hindi Class at the Elementary Level, National Council of
Educ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NCERT Press, New Delhi, 2014, pp.4~14.

2) NCERT, Hindi Syllabus for Secondary and Higher Secondary Level, National
Council of Educ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NCERT Press, New Delhi, 2014,

pp.7~20.
3) 여기서 체험 쓰기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한 후 차례대로 체험 쓰기를 발표하는 것

이다. 비평문의 경우 학교에서 가르치는 인도 단편 소설을 비평하여 쓰는 연습을 한

다. 인터뷰 쓰기는 사회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동기를 인터뷰하여 매체(잡지, 신문)를

위해서 작성한다. 이와 같은 글쓰기 중에서 ‘자신’에 대해 탐색하고 내용을 생성하여

글을 쓰는 훈련은 체험 쓰기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체험 쓰기는 자신이

배운 것과 느낀 점을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자기소개서와 비슷하지만, 특별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서술한다는 점에서 자기소개서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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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이해력 학습이 점차 중시되기 시작했으나 아직까지도 인도의 교육과정에서 
자기소개서 쓰기와 비슷한 종류의 글쓰기 교육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그 이유
는 인도에서는 진학 시 자기소개서가 요구되지 않으며, 취업 시에도 간략한 이
력서만 제출하기 때문이다. 자기소개가 필요한 경우 서면보다 구두 인터뷰가 가
장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인도 학습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기회가 적고 그러
한 글쓰기의 중요성도 크게 인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한다면, 인도 내 한국어교육 기관은 중급 이상 한국어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소개서 쓰기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글쓰기가 
인도 학습자에게 취업과 진학에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어 말하기 및 듣기와 읽
기 능력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국 대학에서 유학과 한국 회사에서 취업
을 위한 자기소개서는 필요하다. 또한 인도 내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자기소개서 글쓰기 훈련을 통해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때
문에 그들의 내적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가 대학졸업 후 한국 회사에 취업하거나 혹은 한국 대학
원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기소개
서 쓰기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인도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는 학생들이 가장 필
요로 하는 취업 및 진학 중심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강의가 없기 때문에 인도 학
습자를 위한 강의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4) 학습자는 자기소개서 쓰기를 통해 일
상생활에 필요한 어휘나 문법적 지식을 익힐 수 있으며, 자기소개서를 읽을 독
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쓰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이나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개할 만한 대상을 
선정하여 글쓰기를 시작하면 자신의 주변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예를 들어 자기 자신, 친구, 부모님, 선생님 등의 성격, 
취미, 외모 등을 소개하거나, 자신의 고향과 출신 학교, 한국과 인도의 문화적 
차이,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의 노래, 여행지, 제품 등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인도 학습자에게 쓰기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체험을 제공할 

4) 연구자가 한 예비 조사에 따르면 인도 학습자의 취업과 진학 중심의 자기소개서 쓰

기에 대한 필요는 공감하고 있다. 부록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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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사

 지난 20여 년간 연구자들은 한국어 교육 방법, 한국어 교재, 한국어 교육 과정, 
평가 등 한국어 교육과 연관된 전체적인 큰 틀 짜기에 주력해왔다. 비교적 최근
에 문학교육과 쓰기교육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면서 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
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어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을 비롯한 한국어 쓰기교육 
내용과 관련된 연구들은 아직 연구가 많이 필요한 편이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
어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음에도 자기소개서 교육과 같은 
실제적이며 실용적인 쓰기 교육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먼
저 취업과 진학 중심의 자기소개서 쓰기 연구사를 검토하고, 이어서 자기소개서 
전반에 관한 연구사를 검토하겠다. 또한 자기 표현적 쓰기 교육 측면에서 자기
소개서 쓰기와의 연계를 모색한 선행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한편 인도인 한국
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사를 검토해 봄으로써 자기 소개서 쓰기 교육
을 위한 시사점을 얻도록 하겠다.

 -취업과 진학 중심의 자기소개서 쓰기 연구

 중국어권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 연구로는 신붕달의 연
구5)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독자에게 개인의 경험과 체험을 효과적으로 소
개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텍스트 쓰기의 교육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의 초
점은 취업과 진학 중심의 자기소개서 작성 교육보다는 서사의 주요 모티프에 대
한 교육이다. 이 연구는 본고에 분석 틀을 마련하는 데 참조할 만하다. 예컨대 
개인의 경험과 체험을 특정한 독자에 맞게 쓰는 교육 방법은 본고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자기소개 텍스트 쓰기 교육에 접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쓴 자기소개서를 분석해 틀을 마련하고 그 틀을 중심으로 자기소개

5) 신붕달(辛鵬達),「한국어교육에서의 자기소개 텍스트 쓰기 교육 연구- 중국인 중급 이상

학습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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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본고와 그 논의의 방향이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취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6)가 있다. 이 연
구에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항목에 있어 취업생 
집단과 인사담당자 집단 간 차이를 밝힘으로써 인사담당자들이 어떠한 기준을 
근거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을 통하여 우수한 후보를 선택하는지를 파악하
였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취업준비생이 고려해야 할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의 항목별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는데, 본고에서 한국인의 자기소개
서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기소개서에 관한 연구

 한국에서 자기소개서 및 자기표현에 관한 연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중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 관련 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연구들은 한국인 학습자 중심의 취업 및 진학 중심 자기소개서에 대한 연구보다 
좀 더 넓은 범위, 즉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한 연구, 자기소개서 쓰기 지도 요소, 
자기소개서 쓰기 문법 통합 교육 연구, 장르 중심 접근법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에 대한 것들이다.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 자기소개서 쓰기 관련 연구
들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서종훈7)은 자기소개서의 개념 및 특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각 대학에서 자기소
개서의 주요 항목으로 제시한 내용들을 살펴 그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서종훈의 
연구는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해 전반적인 탐색을 했으며, 특히 자기소개서 쓰기 
지도 방법에서 제시한 ‘반성적 쓰기’는 본고에 좋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
다. 하지애8)는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를 텍스트성과 텍스트 구성 요소별로 분석하
여 자기소개서 쓰기 지도 요소를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텍스트성은 응집성, 의도
성과 정보성, 상황성, 상호텍스트성이며, 구성 요소는 성장 과정과 가족 환경, 

6) 김재윤, 「취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7) 서종훈,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한 연구」,『새국어교육』, 제80호, 한국국어교육학

회, 2008, 251~271쪽.
8) 하지애,「자기소개서 쓰기 지도 요소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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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 극복 과정과 목표를 세운 동기,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과 활동, 지원 동기와 
노력·준비 과정,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이다. 이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텍스트
성과 텍스트 구성 요소는 인도 학습자를 위한 진학 목적의 자기소개서 쓰기 교
육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과정 중심 쓰기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과정을 ‘① 
안내하기 - ② 계획하기 - ③ 내용 생성 및 조직하기 - ④ 초고 쓰기 - ⑤ 동
료 협의 및 고쳐쓰기 - ⑥ 공동 교정 및 편집하기 - ⑦ 최종본 공유 및 교사 평
가하기’로 단계화하여 제시한 논문도 있다.9) 이 중 ‘동료 협의 및 고쳐쓰기’와 
‘공동 교정 및 편집하기’에서 동료 평가를 통해 문법적 오류를 교정해 주는 활동
을 구상하였다.
 자기소개서 쓰기에 장르 중심 접근법을 적용한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어 조희
원10)은 장르 기반 접근법의 장르 지식 개념을 활용하여 쓰기 전 단계에 자기소
개서의 장르 지식 학습 단계를 설정하고 이를 자기소개서 장르에 적용한 쓰기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에 자기소개서의 장르를 참고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자기소개서 쓰기를 통해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거나, 자아 성찰적 글쓰기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등의 
교육적 가치를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취업
과 진학 중심 자기소개서 쓰기’를 위한 틀을 만들어 인도 학습자를 위한 ‘자기소
개서 쓰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자기 표현적 쓰기에 관한 연구  

 자기소개서와 자기 표현적 쓰기의 공통점은 이들이 필자 자신에 대해 표현하는 
글이라는 것이다. 자기 표현적 글쓰기와 자기소개서의 목적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글쓴이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를 해

9) 박혜경,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쓰기-문법 통합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0.

10) 조희원, 「장르 기반 접근법을 활용한 쓰기 교육 연구: 자기소개서 장르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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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는 점에서 공유하는 속성이 같으므로, 자기 표현적 글쓰기의 측면에서 
자기소개서 쓰기를 접근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먼저 인지적 표현 요소를 고려한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한 연구11)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자기 표현적 글쓰기를 통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나’를 소개할 키워드 생각하기, 
둘째, 구체적인 맥락 설정하기, 셋째, 모범 예문 읽기, 넷째, 자유롭게 내용을 생
성하기, 자기소개서 개요 짜기, 여섯째, 단락별 내용 생성하기이다. 이 여섯 가
지 단계는 인도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자기소개서 쓰기 지도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고의 논의를 위해서도 많은 참조가 된다. 그런데 이 연구
는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음으로 자기 표현적 쓰기를 중심으로 외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한 이수미12)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초·중·고급 수준
의 외국인 학습자가 생산한 자기 표현적 쓰기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쓰기 교육 방안을 고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급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아홉 가
지 주제를 바탕으로 자기 표현적 글쓰기 텍스트를 완성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즉, 친구에게 편지 쓰기,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고향 집에 대해 쓰기, 자기만의 
스트레스 푸는 법에 대해 쓰기, 자기 나라의 음식 만드는 법에 대해 쓰기, 자기 
나라의 명절에 대해 쓰기, 과거로 돌아간 날의 하루에 대해 쓰기, 일기 쓰기, 한
국 생활에서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 쓰기, 자유 작문이 그것이다. 자기소개서 쓰
기는 특정한 독자가 있기 때문에 필자가 자유롭게 글을 쓰지는 못하지만, 학습
자가 이 아홉 가지 이상의 주제를 바탕으로 하는 글쓰기를 통해서 학습자 자신
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성장 배경, 성격의 장단점, 경력 및 학력, 훗날 계
획 등 여러 항목에서 취업이나 진학 등의 목적에 맞게 자기 표현적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도 학습자의 텍스트 분석과 교육 방안 마
련을 위한 본고의 논의에 시사점을 준다. 

11) 김성숙, 「표현적 인지 구성 요소를 고려한 자기소개서 쓰기 지도 방안」, 『국어국문

학』, 국어국문학회, 제165호, 2013, 223~228쪽.
12) 이수미, 「텍스트성에 기반한 한국어 쓰기 교육 방법 연구- 자기 표현적 쓰기 텍스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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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표현적 글쓰기에 관한 또 다른 연구인 최숙기13)에서는 자기 표현적 글쓰
기가 작문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자기 표현적 글쓰기의 교육적 함의에 대해 살
펴보고 있다. 그 결과, 자기 표현적 글쓰기의 쓰기 교육적 가치를 밝히고 쓰기 
교육과정과 실제 쓰기 교육 간의 원활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였다. 자기 표현적 
글쓰기는 자기소개 글쓰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컨대, 자기소개서와 표현적 
글쓰기 모두 글쓴이가 자신을 표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글쓴이가 글쓰기를 통
한 자기 성찰에 도달하여 ‘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으며, ‘나’의 과거와 미래를 
현재와 더 잘 연결시킬 수 있어 글쓴이의 정의적 쓰기 요인 발달, 쓰기 주체로
서의 성장, 긍정적 정서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고찰은 본고에 유용한 참조점
이 된다. 그러나 위 논문에서는 자기 표현적 글쓰기를 통해 취업과 진학 자기소
개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쓰기교육 관련 연구

 인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인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자기소개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참
고할 만한 인도 학습자 관련 쓰기 연구로는 먼저, 인도 학습자의 쓰기에 나타난 
오류 분석에 대한 싱 안잘리(Singh Anjali)의 연구14)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
고급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쓰기에 나타난 어휘 오류를 중심으로 오류의 유
형을 분석하였다. 이때 연구자가 인도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글쓰기 과제
는 ‘자기소개’, ‘기숙사 생활’, ‘친한 친구’, 그리고 ‘취미’라는 주제 하에 특별한 
제약 없이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서 자기소개 글쓰기 표현은 ‘제 이
름은 ~입니다’,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반복적인 패턴을 보였
다. 싱 안젤리(2012)에서는 쓰기 내용이나 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어휘의 관점에
서 오류의 원인을 지적하였는데, 학교에서 충분히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 힌디어

13) 최숙기,「자기 표현적 글쓰기의 교육적 함의」,『작문연구』5호, 한국작문학회, 2007,

73~90쪽.
14) 싱 안잘리(Singh Anjali),「인도인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에 나타난 어휘 오류 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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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ㅡ’ (예를 들어 듣다, 아프다)가 없다는 점, 한국어 발음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오류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소개라는 주제에 집중하면서도 자기소개 글쓰기의 형식을 
탐구하고자 하기에 목적 지향적 글쓰기라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따라서 위 
선행 연구의 결과는 인도 학습자가 ‘자기소개’라는 주제가 주어졌을 때 어떤 방
식으로 글쓰기 과정을 수행하는지와 관련하여 본고에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다. 
 한편, 황가이의 연구15)에서는 인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가 부족한 실정
이므로 한국 문화를 잘 알릴 수 있는 양질의 교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에서 언급되는 문화 관련 내용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사회문화적 맥락을 활
용하는 데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도와 한국 문화의 유사성 
및 이질성을 다루고 있는데, 유사성은 불교문화, 식민지 경험과 분단의 아픔, 교
육열, 속담 문화, 힌디어와 한국어의 경어법, 부탁의 표현, 가족적 호칭, ‘우리’
라는 표현, 겸손어법, 어순 등이다. 그러나 힌디어와 한국어의 언어 체계가 비슷
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별도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가령, 힌디어와 한
국어는 그 어순이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인도의 경우 200년 이상의 영국 
혹은 유럽 문화의 영향과 700년간의 아랍 문화의 영향으로 힌디어의 어순을 바
꾸어서 말하고, 힌디어의 조사의 위치가 한국어와 다르기 때문에 차이점도 상당
히 존재한다. 한편 인도와 한국문화의 이질성으로는 ‘빨리 빨리 문화’, 유교 및 
기독교, 여성의 지위, 연애결혼, 절대적 윤리관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인도 학습자의 글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힌디어와 한국어의 겸손어
법, 어순, 경어법 그리고 속담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경어법 외에 다른 문
법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속담을 제외한 부분은 인도 학습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인도 학습자를 위한 글쓰기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다룬 다
른 연구로 선저이 꾸마르(Sanjay Kumar)16)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도 
지식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논하고 있는데, 연구자는 한국에 대해 이해도

15) 황가이, 「인도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문화항목 설정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16) 선저이 꾸마르(Sanjay Kumar), 「인도인의 한국문화인식 연구: 인도 지식인들의

한국인식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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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인도 지식인17)을 골라 한국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다루었다. 인도의 지
식인들이 한국에 관해 정의하는 방식이 인도 학습자에게 있어 한국 사회와 문
화, 특히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대학에서의 유학 
및 한국 회사에서의 취업을 위해서는 한국어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 즉 
자기소개서 쓰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이 한국의 근현대 문화에 대한 
이해에 있어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진학과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할 때 
어떠한 관점과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참고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고의 연구 대상은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가 쓴 자기소개서이다. 인도 학습자
가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통해 학습자들의 텍스트 양상을 분석하고, 한국인 모어 
화자의 자기소개서와 비교함으로써 인도 학습자를 위한 자기소개서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인도 뉴델리 자왈랄네루대학교 한국어과 학습자
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이 대학의 한국어과는 3년간 학사과정과 각각 2년
의 석사・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본고의 실험 대상은 중급 한국어 학습자
이므로 이 학과의 학부 2학년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실험할 당시인 2013년 1월
에는 2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 
대학생 46명(2학년 24명, 3학년 2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한 교육18)을 

17) 즉 인도 시인 타고르, 간디, 네루, 십 프라사드 굽타, 라훌 산크라타연, 인도 과학자

이자 전 인도 대통령인 압둘 칼람 등이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연구하였다. 타고르는

조선은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라고 하였다. 한편 간디는 영국과 일

본 정부가 사촌이며 양 정부는 심약하다고 하였다. 영국이 사람들을 투옥시켰듯이 일

본은 한국에서 일본에 비협조적인 학생들을 투옥시켰다고 보고 있다. 네루는 자신의

딸 인디라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국의 독립 운동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면서 한국에서 학

생의 신분으로 곧장 대학을 나온 젊은 여성과 소녀가 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

였다. 또한 십 프라사드 굽타는 한국의 역사를 기행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 굽타는

한국 여성의 의상, 한국의 음식 문화 등을 인도와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

였고, 양국 사회가 가난하게 된 원인을 상하층의 차별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앞으

로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였다. 마치 라훌 산크라타얀 한국 여성, 일본과 한국의 관계,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통해 한국을 인식하고 있다. 전 인도 대통령 압둘 칼람은 한국

국민을 창의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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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기 위해서 실시 전에 학습자로 하여금 취업과 진학 
목적을 띤 자기소개서를 한 편씩 자유롭게 쓰도록 해 본 후 연구자 본인이 수업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업 후에 다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실
험은 2013년 1월 24일~1월 31일까지 진행하였고, 실험을 통해 수업 전 텍스트 
91편(진학 목적 45편, 취업 목적 46편), 수업 후 텍스트 30편(진학 목적 15편, 
취업 목적 15편)을 수합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인도 학습자의 자기소개서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
회구성주의 쓰기 이론을 참고하였다. 쓰기 이론 중에서 사회구성주의 쓰기 이론
은 글쓰기 과정에서 필자와 담화 공동체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한 
편의 글이란 필자가 사회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산된 산물이므로 쓰
기는 개인의 창조물이 아니라 담화 공동체가 지닌 관습의 산물이다.19)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의 쓰기 이론에서는 언어 공동체를 분석
의 대상으로 삼으며, 텍스트의 역동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텍스트의 개념을 
언어공동체의 담화 특성 및 규칙의 집합으로 본다. 사회구성주의 쓰기이론에 따
르면 필자는 한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특성과 규칙을 잘 이해하고 습득해야 성
공적으로 글을 쓸 수 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 쓰기의 성패도 그 담화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특성과 규칙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텍스트 분석도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인도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담화 관습과 규칙을 살펴보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실험 텍스트를 분석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할리데이(Halliday)의 체계 기능 언어
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의 담화 분석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언어
학은 언어의 형식이 아닌 기능을 중시하는 관점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체계 기능 언어학은 발화된 언어
뿐 아니라 언어를 둘러싼 맥락에 초점을 두고 언어와 맥락의 층을 모두 분석 대
상으로 삼는 언어학이다.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 따른 상황 맥락을 유형화한 

18) 수업 내용은 한국에서 통용되는 자기소개서를 소개하고 그 사례를 제공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19) 브루피(Bruffee)는 쓰기를 “사회적 맥락을 갖고 있는, 사회적 구조물”이라고 보았

다. K. A. Bruffee, Social construction, language, and the authority of knowledge,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Publication, 1986, p.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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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사용역(Register)이라 부르며, 사용역은 세 가지 변수인 장(Field), 양식
(Mode), 관계(Tenor)20)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21)

 본고는 이러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인도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텍스트를 분석하
고(상세한 분석의 준거와 분석 과정은 II, III장에서 제시), 이러한 분석 결과 도
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내용을 IV장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20) Tenor에 대한 번역은 국어교육 내에서는 ‘주체’로, 다른 교과교육에서는 ‘관계’

로 번역되는 경향이 있다. 본고에서는 Tenor가 ‘참여자들간의 관계’를 의미하므로

‘관계’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1) 체계기능언어학에 대한 설명은 M. A. K. Halliday(1985, 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Edward Arnold; 주세형,「할리데이 언어 이론의 국어교육학적

의미」, 국어교육 130호, 한국어교육학회, 2009, 173~20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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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인도 학습자를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의 예비적 고찰

 여기에서는 인도 학습자를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고, 이
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의 의의를 논의할 것이다. 먼저 인도의 글쓰
기 교육현황을 알아보고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내용과 교육 과
정의 비교를 통해 교육 환경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찾고자 한다. 또한 자기소개
서의 특성, 구조 및 전략과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의 의의를 고찰할 것이다.

1. 인도 학습자의 한국어 쓰기 교육의 현황과 과제 

 인도의 563개 대학교 중 한국어 교육 강의와 한국학 강의가 마련된 곳은 일곱 
군데22)에 불과한데, 그 중 델리에 위치한 자왈랄네루대학교와 델리대학교가 한
국어 교육으로 가장 유명하며 상대적으로 긴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어 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은 자왈랄네루대학교이며, 이어 델리대학교에 한국어교육 과
정이 개설되었다. 때문에 인도의 초·중·고등학교의 글쓰기 현황과 아울러 인도에
서 긴 한국어 교육의 역사를 보유한 자왈랄네루대학교와 델리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의 현황, 교과서 내용과 진로 환경 문제를 살펴보겠다.

1) 인도의 글쓰기 수업의 현황

(1) 초·중·고등학교 글쓰기 수업

 인도에서는 보통 초등학교 과정에 8년, 중학교 과정에 2년, 고등학교 과정에 2
년의 학업 기간을 부여한다. 인도는 각 주에 따라 교육제도가 조금씩 다른데, 여
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인도교육원(National Council of Educational Research 
and Training)의 초·중·고등학교 인도어 글쓰기 교육과정23)을 선정하여 글쓰기 

22) 1. 자왈랄네루대학교(뉴델리), 2. 델리대학교(델리), 3. 마가타 대학교(비할-인도 중

동부), 4. 마니뿔 대학교(마니뿔-인도 북동부), 5. 영어와 외국어대학(English and

Foreign Language university)(하이데라바드-인도 중남부), 6. 란찌 대학교(란찌-인도

중동부), 7. 한국문화원(뉴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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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현황을 기술하겠다. 
 초등학교 1학년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글자 그림을 보여주고 글씨를 쓰도록 
한다. 초등학교 2학년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네다섯 문장으로 그
림을 소개한다. 초등학교 3학년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두 가지 유형의 과제를 수
행한다. 첫째,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적당한 속도로 글자를 쓰고, 둘째, 좋아하
는 주제를 골라 글을 쓴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글쓰기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유
롭게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수업에
서는 공식적/비공식적인 편지 쓰기, 그림을 참고하여 시나 이야기를 작성하기, 
미완성된 이야기를 듣고 완성하는 연습, 자신이 체험한 일을 글로 표현하기 등
을 수행한다. 6~8학년 수업에서는 글쓰기에 비해 말하기와 이해하기를 중시한
다. 학생들은 단순한 암기 교육보다 간단한 속담을 배우고 창의적으로 문장으로 
표현하길 요구받는다. 중학교 9-10학년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보고서, 비평문 
그리고 구절(phrase) 쓰기를 가르친다. 그리고 고등학교 11-12학년 수업에서는 
학생에게 신문이나 잡지를 비평하기, 체험 쓰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글쓰기, 
인터뷰 쓰기와 뉴스 작성법을 가르친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년에 높아짐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종류의 글쓰
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와 달리 자기 소개를 목
적으로 하는 글쓰기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교육을 받아 온 인도인 학
습자들에게 자기 소개서 쓰기는 매우 생소한 교육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한국어기관의 글쓰기 수업 현황

 이 항에서는 인도 자왈랄네루대학교의 한국어학과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
으로 자왈랄네루대학교의 한국어 글쓰기 수업의 현황에 대해 고찰해보겠다. 
 자왈랄네루대학교에서 초급 학습자는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단어 당 문장을 다섯 개씩 만들어 다음 수업에 제출한다. 교수 또는 교사는 숙
제를 검토하고 그 다음 수업에 이것을 학습자에게 되돌려준다. 초급 학습자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한국어 쓰기 교육을 받는다. 이외에 간단한 자기소개 글

23) NCERT, op. cit,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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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교육이 진행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약 5~10문장 형태로 진행된다. 예
를 들면, ‘제 이름은 ~입니다. 저는 22살입니다. 제 고향은 델리입니다.’와 같은 
식이다. 
 중급 학습자는 교재 매 과의 마지막에 나오는 과제를 A4 용지 반장에서 한 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교사는 이것을 검토하여 그 다음 수업시간에 학습
자에게 돌려준다. 중급 수준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글쓰기의 주제는 보통 ‘본인 
나라의 날씨를 소개해 보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무엇입니까? 왜 
좋아합니까?', '자기 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을 소개해 보세요.’와 같은 수준이다. 
이런 주제들을 살펴보면 내용의 정확성과 규정된 형식을 요구하는 공적인 글쓰
기가 아닌 단순히 한국어에 친숙해질 것을 목표로 하는 글쓰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취업과 진학이라는 어느 정도 공적인 면모를 띤 자기소개서 쓰기의 경
험이 없는 인도 학습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문제를 겪게 된다. 조
사 결과 자기소개서와 이력서가 무슨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
을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한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양식의 규범을 
따르지 못한다.
 고급 이상 학습자의 경우 교수가 지정한 대학교 교재 3/4급을 이수한다. 또한 
문학과 문화의 학습을 위해 한국 단편소설도 배우게 된다. 학습자는 단편소설을 
읽고 A4 용지 한 장 이상의 감상문을 제출해야 한다. 또는 한국 도서, 잡지, 신
문 기사에 대해 교수가 부과하는 과제를 하고, 교수는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검토한 후 학생들에게 다시 되돌려준다. 이처럼 글쓰기 교육은 다른 사람의 글
을 매개로 하여 학생이 글을 쓰고 교수가 피드백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자왈랄네루대학교 뿐만 아니라 인도 전 지역의 거의 모든 한국어교육 기
관에서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및 한국어교육연수원에서 사용하
는 교재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재들에는 ‘글쓰기 교
육’, ‘자기소개서 글쓰기’, ‘소개 글쓰기’와 같은 주제를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단순히 교재에 나온 질문에 대해 학습자가 답을 하거나, 단편소
설이나 신문기사 등을 요약하는 수준의 쓰기 교육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
실들로부터 인도의 쓰기 교육에서 자기 소개서를 포함한 자기표현의 글쓰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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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1학기
       
          2학기

학
사

1
학
년

1. 구두 표현 1
2. 구두 표현 2
3. 한글
4. 기본 구조
5. 이해
6. 한국의 지리와 문화(영어로 교육)

1. 구두 표현 3
2. 구두 표현 4
3. 한글텍스트
4. 응용문법
5. 이해 및 구성
6. 한국 근대사(영어로 교육)

2
학
년

1. 의사소통능력
2. 읽기 능력
3. 번역 및 구성
4. 한자 1 및 통합적인 글
5. 현대 한국: 사회, 경제 및 
정치 맥락(영어로 교육))

1. 고급 의사소통
2. 텍스트 및 문법
3. 한자 2
4. 이해
5. 인도- 한국 관계(영어로 

교육)

3
학
년

1. 한자
2. 텍스트 및 문법
3. 특수 용어 및 번역
4. 통역

1. 텍스트 및 문법
2. 한국문화의 화제(영어로 
교육)
3. 번역: 기본 및 이론

 
2) 인도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

(1) 자왈랄네루대학교의 교과서와 교육과정

  현재 자왈랄네루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한국 역사와 한국 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왈랄네루대학교의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학사 및 석사 과정의 교육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다.24)

24) 2014년, 8월 2학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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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사

1
학
년

1. 언어학의 소개
2. 번역 및 통역
3. 문화의 화제 및 유행 1
4. 한국의 사회 및 문화유산

1. 비교 및 조직언어학
2. 번역 및 통역 2
3. 고급 언어학
4. 한국의 사회 및 문화유산

2
학
년

1. 텍스트 분석
2. 번역 및 통역
3. 문화의 화제 및 유행 
  (주로 영어로 교육)
4. 현대 문화

1. 한국학
2. 번역 및 통역
3. 현대 문화
4. 문학의 화제 및 유행(주

로 영어로 교육)

 
<표1> 자왈랄네루대학교 한국어 교육 과정

 자왈랄네루대학교는 정해진 한국어 교재가 없고 한국어 교사들이 임의로 학기
마다 교재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자왈랄네루대학교에서는 2014년 1
학기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편찬한 읽기 교재25)를,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쓰기 
교재26)를, 고려대학교에서 편찬한 듣기와 문법 교재27)를, 그리고 한국문화사에
서 간행한 한자 교재28)를 사용하고 있다. <표1>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학사 
과정 2학년부터 번역 수업이  진행되며, 3학년부터는 통역 수업이 진행되어 석
사 2학년 2학기까지도 계속해서 번역 및 통역 위주의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석사 과정의 한국어 문학교육은 주로 영어로 진행되
며, 소논문도 영어로 제출되고 있어 석사 과정을 마쳐도 한국어 실력이 크게 향
상되기 어렵다.

25) 이화여자대학교,『중급 한국어 1』, Ehwa Womans University Press, 2009.

26) 국립국어원,『중급 한국어 1-2』, Hollymn Seoul, 2009.

27) 고려대학교 한국문화교육센터,『재미있는 한국어 4』, 교보문고, 2012; 고려대학교

한국문화교육센터,『재미있는 한국어 2』, 교보문고, 2010.

28) 이영희,『외국인을 위한 재미있는 한자』, 한국문화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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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델리대학교 한국어 수업의 교과서와 교육과정

 델리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2002년도에 동아시아학과에 한국학 파견교수가 
부임하면서 시작되었다. 델리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1년 차 자격증 과정, 2년 
차 학위 과정 및 3년 차 고급 학위 과정으로 설계되었다.
 델리대학교 동아시아학과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학 파견교수가 만든 한국어 교
재29)에 따라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의 4가지 능력을 종합적으로 강의한다. 1
학년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한글과 함께 100자 가량의 한자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고 2학년 때는 300자의 한자와 사무용/무역용 한국어를 교육한다. 한국어를 
2년 동안 배운 학생들은 영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야 한다. 
고급 수료 과정에는 학습자들이 400자 이상의 한자 및 한국 문화를 학습한다. 
델리대학교에서의 쓰기 학습은 문장 모델을 모방하는 형식주의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짧은 기간 내에 한국어 문장 쓰기의 기본 틀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중급 이상 학습자가 쉬운 한국어 스토리와 한국을 소개
하는 글, 예를 들어 날씨, 쇼핑, 식당 등을 배우고 비슷한 주제를 바탕으로 (‘나
의 고향’, ‘내가 좋아하는 날씨’, ‘인도 축제’) 반 페이지에서 한 장 정도 글을 써
서 교사에게 제출한다. 한편, 고급학습자의 쓰기 교육 방식은 자왈랄네루대학교
에서 진행되는 쓰기 모델과 비슷하다.

(3) 단기 과정에서의 교과서와 교육과정

 자왈랄네루대학교와 델리대학교 외에 인도 전체 6곳에 1년 과정의 한국어 교육
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5곳은 대학교이며 그 외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남
인도의 대도시 첸나이에 소재한 한국어 교육기관 및 2013년 인도 수도 뉴델리
에 새로 설립된 한국문화원이 있다. 한국문화원은 2013년 1월부터 초급, 중급, 
회화로 구성된 수업을 3개월(총 72시간) 과정으로, 초·중급 한국어능력시험
(TOPIK)을 중심으로 한 수업을 2개월(총 48시간) 과정으로 가르친다. 

29) D. Y. Kim, Bharati Korean, Indo American Books Delh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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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년  
 학교

자왈랄네루대학교 델리대학교 합계

1학년 25 7 32
2학년 23 6 29
3학년 24 5 29

 캘커타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2002년에 시작됐으며 주로 말하기, 쓰기, 읽기 및 
문법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 2002년에 시작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년 증명(Diploma) 과정을 제공한다. 한국어 학습자들
이 한국어 능력시험 초급 수준을 합격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간단한 기본 소개
와 표현 중심 쓰기로 글쓰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란찌대학교는 2013년 한국
어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마니뿔대학교와 인도 중남부 도시인 하아데라바드에 
있는 영어와 외국어대학(English and Foreign Language University)에서는 
2012년부터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설하였다. 인도 중동부에 위치한 마가타 대학
교는 2010년부터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다.
 인도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는 이처럼 한국어 교육의 역사가 일천하여 비즈니
스 한국어 교육과정을 갖춘 첸나이를 제외하고는 교육과정 및 교재가 자왈랄네
루대학교나 델리대학교와 차별화되지 않는다. 각 기관별 한두 명에 불과한 교수
나 교사 또한 한국어 능력이 아직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질 좋은 
수업을 기대하기 어렵다.
 

3) 쓰기 교육의 필요성

 인도 학습자의 쓰기 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인도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과 관련된 9개항의 질문(부록 I 참조)을 통해서 예비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2013년 1월 10일부터 2013년 1월 20일까지 델리에 
있는 자왈랄네루대학교와 델리대학교의 한국어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
문응답자의 학교 및 학년에 대한 정보는 아래 <표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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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7 3 10
합계 79 명 21명 100명

<표2> 인도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과 관련된 예비조사

조사 내용 결과

1. 한국어 공부하는 이유
취업- 50% 이상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이해- 30% 

2. 좋아하는 학습 방법
한국 드라마와 영화 감상- 29%
한국인과 채팅- 31%

3. 선호하는 학습 방법
말하기- 44%
문법- 19%, 쓰기- 9%

4. 용이한 학습 영역
말하기- 30% 이상
읽기- 25%, 쓰기- 10%

5.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습 영역 듣기- 30%, 쓰기-29%

6. 쓰기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어휘-25%, 띄어쓰기- 20%,
정보지식 부족- 17%

7. 일주일 동안 쓰기 교육 학습 빈도
3번 이상-72%
2번 미만- 16%

8. 쓰기 교육 방식 문장 만들기- 70%

 100명의 예비 조사를 통해 인도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과 관련된 실태를 조사하
였다. <표 3>은 그 결과이다. 이 표에서 빈도수가 높은 결과들만 제시해 보았다. 
조사 결과 인도 학습자의 학습목적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취업, 
둘째,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그리고 셋째, 대학원 진학(유학) 순이며, 선호하
는 교수·학습 방법은 한국인과의 채팅,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감상, 개
인 또는 그룹별로 교재를 활용한 학습 등이다. 또한 선호하는 학습 영역으로는 
말하기와 어휘 및 문법 영역을, 학업 성취도가 높은 영역으로는 말하기가 꼽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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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단(정해진 주제) 만들기- 23%

9.
말하기와 읽기처럼 특별한 쓰기 

교육이 있습니까?
없다- 100%

<표3> 예비조사 내용과 결과

 반면 인도 학습자가 학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듣기(30%)와 쓰기
(29%) 영역이었다. 쓰기 영역에서는 어휘, 띄어쓰기, 맞춤법, 문법 그리고 정보 
지식 부분이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쓰기 교육을 받고 있으며, 교육의 주 내용은 쓰기와 수업 주제를 바탕으로 
한 쓰기 교육이 전부였다. 수업 중에는 쓰기 교육이 특별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과제로만 진행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말하기와 읽기 수업에 비해 쓰기 수업
은 빈약하다고 답했고, 쓰기 훈련 방식으로는 문장 만들기(70%)와 문단 만들기
(23%) 방식이 주 3회 이상(72%) 이루어지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한국어 쓰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 응답자의 50% 이상이 한국어 교육의 목적을 한국 기업에의 취업이라 답
한 사실을 볼 때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교육 과정
은 단연 쓰기 중심의 교육임을 알 수 있다. 쓰기 교육의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즉각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서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법이 포함되
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도에서 가장 큰 규모로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자
왈랄네루대학교의 한국어과 교육과정을 보면 ‘글쓰기’란 과목조차 없다. 지난 3
년 간 인도에서 총 4곳에 한국어 교육이 개설되었지만 인도의 한국어 학습 과정
은 쓰기 교육에 있어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글쓰
기 수업의 현황’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인 인도 학교에서 쓰기 교육이 특별히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에 있는 서점에서조차 자기소개서 글쓰기에 
관한 책을 찾아보기 어렵다.30)

30) 연구자가 인도 수도 뉴델리 시내의 가장 큰 서점 다섯 군데에서 인도인들이 쓴 자

기소개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았는데, 인도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쓴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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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소개서의 개념 및 특성

1) 자기소개서의 개념

 자기소개서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 위해 쓰는 글이다. 자기소
개서 쓰기에서는 필자가 자기 삶의 가치 있는 내용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짜임
새 있게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자기소개서가 자기 삶의 가치 있
는 내용을 표현한다고 해서 주관적 가치들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은 아니
다. 자기소개서의 필자는 글을 읽는 독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초점화하여야 하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근거가 되
는 경험을 짜임새 있게 서술하여야 한다.  
 특히, 취업과 진학 중심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특정한 대학교와 기업의 입사를 
위해 작성하는 의도성을 지니고 있기에 글을 쓰는 목적과 예상 독자, 독자가 터
하고 있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필자는 자기 소개서를 통
해 대인관계, 적응력, 성격 등을 알 수 있는 성장 환경과 장래성, 그리고 논리성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내는 능력까지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자기소개서의 개념을 서종훈은 글쓴이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전체적인 
모습을 읽는 이가 요구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리적이면서도 일부 감성적으로 
드러낸 갈래라고 정의한 바 있다.31)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자기소개서에서는 필
자가 자신이 살아온 시간의 축을 중심으로 과거의 사실과 현재적 종합, 미래에
의 포부를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자기소개서는 
자기 자신을 ‘감성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점에서 자기 표현적 욕구가 충만한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욕구가 문화적으로  암묵적인 형식을 통해
서 정제되어 표현될 때에만 독자에게 채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수한 지위를 

책조차 찾을 수 없었고 심지어 이력서에 관한 책도 찾을 수 없었다. 반면 ‘수필과

편지 쓰기’에 관한 책을 찾을 수 있었다. 인도 수도의 가장 큰 서점에서 쓰기에 관

한 좋은 책이 없음은 인도에서 쓰기 교육이 그리 중시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31) 서종훈,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한 연구」,『새국어교육』 제80호, 한국국어교육학

회, 2008,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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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한다. 따라서 그 취업이나 진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가는 학교나 회사
에 대한 이해도이다. 내가 가려는 회사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 또 어떤 포트폴
리오가 적합한지에 대해 스스로 의견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기소개서의 개념을 더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소개서에 대한 브리턴(Britton)32)

의 글쓰기 분류를 참고해 볼 수 있다. 브리턴에 따르면, 자기소개서 글쓰기가 자
기 표현적 글쓰기와 의사소통적 글쓰기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브리턴은 
글쓰기를 기능에 따라 문학적 글쓰기, 자기 표현적 글쓰기, 의사소통적 글쓰기로 
분류하고, 자기 표현적 글쓰기의 특성으로 글쓰기의 ‘공개성’을 면밀하게 고려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개성의 여부를 기준으로 쓰기의 목적을 
사적 측면과 공적 측면으로 나눈다.33) 이 가운데 자기소개서는 사적인 측면과 
공적인 측면이 혼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
지만, 공적인 목적을 띤 글이기 때문이다.
 자기소개서의 개념을 자기 서사(self-narrative)적 글쓰기의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자기 서사적 글쓰기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형성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34) 다시 말해, 자기 서
사란 화자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회고하고 성찰하면서 자신의 의미를 찾는 특정한 글쓰기 양식이다. 
 이상과 같이 자기소개서의 개념을 여러 관점에서 논의했는데 본고에서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여 진학과 취업 목적의 자기 소개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
다. 진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자기 소개서란 자신의 과거・현재・미래의 삶을 자
기 표현적 서사를 기반으로 하여 예상 독자인 진학 및 취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
으로 쓴 글쓰기 양식이다. 자기소개서는 글을 읽는 이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의식하는 독자 중심의 글쓰기라는 특징을 띤다. 따라서 인도 학습자는 자
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자기 표현적 서사 방식을 염두에 두면서 독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추론하면서 글쓰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32) J. Britton, et al., The Development of writing Abilities, Macmillan
Education Press, 1975, p.88.

33) 사적 측면은 개인적 성찰 및 문제해결을 위한 자기 성찰적 글쓰기 및 치유적 글쓰

기에 해당하며, 공적 측면은 자신을 타인에게 털어놓기 혹은 삶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표현적 목적의 글쓰기에 해당한다.

34) 최인자, 서사문화교육의 전망과 실천, 역락, 2008, 258~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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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 자기소개서는 한국인 독자와 인도인 필자의 공통 언어인 한국어로 필
자가 한국의 자기소개서 쓰기에 관련된 소통 맥락을 고려하면서 독자의 요구에 
맞게 쓴 글쓰기 양식이다. 이 자기소개서 쓰기의 목적은 필자가 한국어 능력과 
한국의 쓰기 문화에 대해 숙련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빠짐없이 적절하게 전달하여 지망 대학에 입학하거나 한국 회사에 취업
하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자기 표현적 글쓰기와 비교하면서 자기소개서의 장르적 특징을 
고찰하고 자기소개서의 요소와 특성을 탐색한다. 끝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자기
소개서의 의의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자기소개서의 특성

 인간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하는 것은 개인의 성격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사 담당자가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원자의 성격, 가치관, 인생관, 직업
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교생활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는 개
개인의 대인관계나 조직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성실성, 책임감, 창의성 등 여러 
가지 면을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글쓰기는 자기소개서 
외에 다른 유형의 글쓰기도 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와 비슷한 특성을 지닌 쓰
기 유형인 자서전 쓰기, 설득적 글쓰기, 자기 성찰 쓰기, 자기 표현적 쓰기 등과 
비교해 특성을 알아보겠다.  

(1) 자기소개서와 자서전 쓰기

 자신을 타인에게 소개하는 글쓰기로 자서전과 자기소개서를 꼽을 수 있다. 여
기에서는 우선 자서전과 자기소개서를 비교하면서 후자의 특성을 구체화해 본
다. 자서전에 대한 체계적으로 정의를 시도한 르죈(P. Lejeune)은 자서전을 “한 
실제 인물이 자신의 존재를 소재로 하여 개인적인 삶, 특히 개성의 이야기를 중
점적으로 쓴 산문으로 된 과거 회상형의 이야기”로 정의하고 자서전을 규정하는 
네 가지의 요소를 설명하였다.35)



- 25 -

 
1. 언어적 형태: 이야기, 산문으로 되어 있을 것.
2. 다루어지는 주제: 한 개인의 삶, 인성의 역사
3. 작가의 상황: 저자(그 이름이 실제 인물을 지칭함)와 화자의 동일성.
4. 화자의 상황: 화자와 주인공의 동일성, 이야기가 과거 회상형으로 서술될 것.

 자서전에 대한 필립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자서전은 회상형으로 개인과 그를 
둘러싼 사건들을 공적으로 쓰는 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자기소개서
는 비록 개인의 과거를 회상하는 공적인 글이라는 점에서 자서전과 공통점을 갖
는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주제 면에서 독자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따라야 하며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미래에 대한 포부와 훗날의 계획에 대해서도 서술해야 한
다는 점에서 화자의 상황에서도 차이를 갖는다. 
 본고의 직접적인 연구범위는 간단한 자기소개36)가 아니라 인도 학습자의 취업
과 진학을 위한 설득의 목적을 지닌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과 진학 목적의 
자기소개서는 더욱 독자 중심의 글이 되고, 진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글이므로 경쟁이라는 요소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 

(2) 자기소개서와 설득적 쓰기

 일반적으로 쓰이는 자기소개서와 진학과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의 가장 기본
적인 차이는 짧은 시간의 평가와 글쓰기의 형식이다. 그렇다면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글쓴

35) P. Lejeune, 윤진 옮김,『자서전의 규약』, 문학과 지성사, 1998, 17쪽.

36) 간단한 자기소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사람을 처음 만

날 때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는 것. 둘째, 설문조사, 인터넷 사이

트 등에서 회원 가입을 할 때 정해진 질문에 답하거나 간단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

는 것 등이다. 이 두 가지 모두 공적인 글이므로 사회적 자기소개라고 할 수 있다. 사

람을 만날 때 하는 자기소개의 목적은 취업과 진학 자기소개서와 같이 독자 또는 청자

를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담화를 이끌어내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함이다. 가령 인터넷에서의 자기소개서의 목적은 각 사이트마다 다른데, 설득

없이 자신을 솔직하게 소개하는 것일 수도 있고, 회원 가입을 허용받기 전 심사 목적

으로 작성한 간단한 자기소개서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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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해왔고, 자신의 장점이 무엇이며, 가치관은 무엇인지, 나
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등에 대해 서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신을 드러낼 
목적으로 쓰는 글이므로 자기 표현적 글쓰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업
을 위한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자신을 홍보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자기소개서는 설득적인 글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소개서 안에는 한 사람의 삶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내용은 하
루아침에 만들어내기 어렵다. 취업이나 진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로 하는 
학교나 회사에 대한 이해도이다. 즉 내가 가려는 회사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 
또 어떤 포트폴리오가 적합한지에 대해 스스로 의견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스
웨일즈(Swales)는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수학계획서와 자기소개서를 비교하면서 
자기소개서 장르의 설득적 성격을 강조하였다.37)

 자기소개서는 주로 취업이나 진학과 관련하여 서류 전형에서 구비해야 할 중요
한 문서 중 하나이다. 자기소개서는 학생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
며, 구술면접 시 면접자가 질문할 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자기소개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 및 전망을 구체적으로 다룬 글이며, 그 독자도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글쓴이가 어떤 사람인지 적극적으로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설득적인 목적을 
띤 공적 의사소통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3) 자기소개서와 자기 성찰 쓰기

 자기소개서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므로 글을 쓰면서 자기 탐색 및 
성찰을 하게 된다. 자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질
문하고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반성해서 자신을 생각해보는 과정이다. 또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에 어떤 실수, 실패, 성과 등을 경험했는지 등을 

37) “수학계획서(statements of purpose)’가 미래의 연구 계획을 설명하는 글이라면, ‘자기

소개서(personal statements)’는 살아온 삶에 대한 변호이다. 자기소개서에다가 이력서에 쓴

내용을 서사적으로 다시 진술하여 전기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면접관은 자기소개서와

수학계획서에서 지원자를 기억하게 하는 어떤 특별한 것, 즉 지원자를 “선별해 낼 계기”를

찾고 싶어한다.”, Swales, J. M., Research Genres : Explorations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김성숙,「표현적 인지 구성 요소를 고려한 자기소개서

쓰기 지도 방안」,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제165호, 2013, 222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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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하며 일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일을 뒤돌아보고 다듬어 표현하는 과정은 자
기 성찰의 과정과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기 탐색을 통해 자신의 삶을 뒤
돌아보면서 자기 탐색 및 성찰을 계속 해나가게 되는데, 취업과 진학 자기소개
서는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쓰게 되므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어야 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눈으로 자신을 탐색해야지 자신을 지나치게 주관적이
거나 감성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최인자38)는 자기소개서 쓰기를 자기가 기술하는 개인사로 접근하는 방법이 전
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기소개서 작성이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자
기 성찰 작업이지만 과거사를 돌아보는 정리 작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
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가에 따른 구체적인 전망을 해
내는 작업 역시 필수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고, 현재 시점에서 ‘나는 누
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개인사와 자기성찰을 바
탕으로 한 자기 표현적 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소개’라는 의도
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낼 목적으로 쓰는 자기 성찰적인 글쓰
기이다. 

(4) 자기소개서와 자기 표현적 쓰기

 자기소개서와 자기 표현적 글쓰기의 차이점은 자기소개서가 자기 표현적 글쓰
기와 달리 의도성을 가지고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쓰는 글이라는 데 있
다. 자기소개서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어야 하므로 사적이기보다는 공
적인 측면이 강하고, 예상 독자도 의도된 독자를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자기표현적 글쓰기는 다른 유형의 글쓰기와 달리 보다 사적이고, 개인적이
며, 글쓰기의 형식이나 특성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가운데 자신의 경험 및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글쓰기라 말
할 수 있다. 또한 예상 독자를 설정하되, 예상 독자는 자신일 수도 있고 혹은 타
자가 설정되더라도 쓰기 주체로서의 연구자가 쓰기 수행에 있어 가장 큰 의미를 

38) 최인자,『국어교육의 문화론적 지평』, 소명출판사, 2001,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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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고 볼 수 있다.39)

 진학과 취업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성장 과정, 장단점, 미래 포부, 학력과 경력 
각종 활동 상황, 지원 동기와 발전 가능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인성 및 가치관 등
을 통해 지원자가 지망학과에 적합한 적성의 소유자인지, 다른 학생들이나 지원
자와 구별되는 성실성, 학력과 경력, 책임감, 장래성이 있는지, 회사 발전에 얼
마나 기여할 것인지, 자신을 생각을 글을 통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학과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 글쓰기는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취업과 진학 자기소개서 둘 다 광
고의 설득 전략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 지원자가 개인의 삶을 글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성이 있어 자서전과 유사하지만 기업이나 지망 학과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서술해야 해서 표현의 제한도 지닌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학과 
취업 목적의 자기소개서는 형식에 원하는 정보만을 채워 넣는 단순 활동으로 서
술하는 글이 아니라, 정해진 공간에 회사나 학교가 요구하는 것에 맞게 설득력
이 있고 논리적으로 자기의 삶을 담아내야 한다.

(5) 한국어 자기소개서의 구조와 특성

 지금까지 논의한 자기소개서 양식의 특성을 필자, 독자, 텍스트, 그리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하여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
은 진학과 취업 자기소개서의 특성을 네 가지 면으로 설명해 본 것이다.

       

<그림1> 진학과 취업 자기소개서의 특성

39) 최숙기, 「자기 표현적 글쓰기의 교육적 함의」,『작문연구』5호, 한국작문학회,

2007, 206~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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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필자는 인도 학습자이고,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성찰하며 독자의 요구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쓴다. 자기소개서의 글쓴이는 취업이나 진학을 위한 지원자
로서 스스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꿈은 무엇
이며,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사색해 보아야 한다. 문병
용은 ‘나’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으로 9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40), 
학습자가 시간을 내서 이 9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서술해본다면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인도 문화와 사상을 고려했을 때 인도 학습자에
게 맞는 추가적인 질문을 구성해 볼 수 있다.41)

 둘째, 진학과 취업 자기소개서는 독자가 한국인 인사담당자로 정해져 있다. 글
쓴이 또는 지원자는 자기소개서를 통하여 자기 장단점, 경력, 학력, 성장 과정, 

40) 1. 죽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2. 언제 어느 때고 그 일을 생각하면 막 힘이 솟고, 웃음이 나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일은 무엇인가?

3. 당신의 인생에 중요한 여러 가지(인생의 의미, 성취감, 경제적인 여건, 주위의 시선

등)를 고려해 봐도 기꺼이 이 일을 선택할 만한가?

4. 바로 앞의 질문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좋지만 다른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꺼려지

는가? 그 좋은 이유가 꺼려지는 이유보다 월등히 많은가?

5. 그 동안 해온 일 중 즐겨왔고, 특히 잘하는 일, 잘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6. 남들이 하고 있는 일이지만 내가 하면 월등히 잘 할 것 같은 일이 있는가?

7. 돈을 안 벌어도 된다면 어떤 일을 하겠는가? 즉 무료로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가?

8. 10-15년 후에 성취하고 싶은 일 3가지를 써보자.

9. 장차 성취하고 싶은 3가지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 앞으로 2

년 동안 무엇을 하겠는가?

문병용, 『이직 상식사전』, 길벗, 2012, 34쪽.

41) 연구자가 인도 학습자를 고려해서 추가로 작성해 본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 왔고 앞으로 무엇

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2. 30분 후 죽게 되면 죽음을 환영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3. ‘전 우주가 한 가족이다’란 말과 동의하는가? 동의하면 뜻을 설명하시오.

4. 자기 자신을 깊이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해 왔고, 그 결과가 무엇인

가?

5. 취직하고자 하는 회사와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교에 대해 가장 기대하는 점과 가장

선호하는 점을 3가지를 써보자.

6. 언행이 일치하는가? 가장 일치하지 않은 때의 3가지 사례를 작성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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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포부, 충성심이나 열정의 존재여부, 어떤 동기와 가치관을 갖추었는지 등을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글쓴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내용은 입사지원서에 표
면적으로 드러나므로, 독자는 이를 통해 알 수 없는 내용, 지원자를 좀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서 원한다. 따라서 글쓴이는 성격이나 능력, 업무적응
력, 창의성, 개성, 표현력 등을 위해서 자신의 글을 통해 표현할 수 있어야 한
다.
 셋째는 기업체나 한국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의 텍스트이다. 기업체 
및 학교는 지원자가 작성할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형식을 지정한다. 이중에서 인
도 학습자의 평균적인 수요에 부합하여 한국 대기업의 취업 자기소개서의 형식
과 명문대가 진학을 위해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의 형식을 살펴보겠다.

<현대기아자동차>
-자기소개(성격, 생활신조, 취미, 특기, 학교생활) (10라인 500자 이내)
-지원동기 및 입사포부 (10라인 500자 이내)
-자동차관심도 및 관심전공과목 소개 (15라인 700자 이내)
-동아리활동·연수경험·교육사항·아르바이트·수상경력 (15라인 700자 이내)

<SK 건설>
-우리 회사를 지원하게 된 동기와 희망직무 및 그 이유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9줄 이내)
-‘자신’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9줄 이내)
-나의 삶 속에서 겪은 사회생활과 해외경험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9줄 이내)
-내 삶에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십시오. (15줄 이내)
-기타 우리 회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기술하십시오. (5줄 이내)42)

 상기 형식을 살펴보면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요소는 회사소개, 동기, 성장과정, 
장단점, 학력과 경력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2010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연세대

42) 이현태·남기웅,『잘나가는 신입사원 20명이 공개하는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 21

세기북스, 2008. 50~52, 89~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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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의 개인적 환경(가정, 학교, 지역, 국가 등)에 대해 기술하고, 그 환경

적 특성이 지원자 자신의 삶과 장래 계획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십시오.

□ 지원자 삶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위기와 좌절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쓰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한 가치에 대해 기술하십시오.

학교와 경희대학교(입학사정관 전형)가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질문 항목이다.

<연세대학교>
1. 고등학교 재학 중의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는 교과 외 활동
(봉사, 임원, 동아리, 연구, 취미, 기타 활동 등)을 선택하여 3개 이내로 작성하
십시오.
-위의 활동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활동 하나를 선택하여 그 
활동 경험이 지원자 개인 또는 주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본인의 역할과 
활동 내용에 근거하여 기술하십시오. (A4 반쪽 분량)
2. 연세대학교가 왜 본인을 선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
십시오. (A4 반쪽 분량)
3.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개인적 자질(성격 또는 재능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것 때문에 지원자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경험에 대해 기술하십
시오. (A4 반쪽 분량)
4. 다음 두 질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를 한 후 답하십시오. 
(A4 반쪽 분량)
 

<경희대학교>
1.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하여 기술하고 가족을 소개해 주십시오. (1,200자 이
내)
2. 자신의 장. 단점을 기술하고,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1,200자 이내)
3.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1,200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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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1,200자 이내)
5. 입학 후 학업 계획과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1,200자 
이내)
6.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 5가지를 쓰시오. (1,200자 이내)43)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진학 자기소개서에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점을 살
펴보면 회사에 취업할 때 요구되는 사항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목
적만 다를 뿐 장단점, 체험, 성장과정, 성격, 지원하는 이유가 모두 유사하다. 취
직 및 진학을 희망하는 인도 학습자를 위한 자기 소개서 쓰기 교육에서도 이러
한 요소들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즉 사회·문화적 맥락이다. 사회문
화적 맥락은 독자, 필자, 때로 텍스트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취업 자기소개서
와 같은 경우, 인도 학습자가 인도의 어디에서 한국어를 공부했는지, 인도 지원
자와 한국 지원자의 한국 기업체에 취직 문화에 대한 인식과 기대감이 고려되어
야 한다. 마찬가지로 입시 자기소개서도 인도에 있는 한국어 기관의 교육과정, 
교수, 학교제도 그리고 기본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
와 같이 지원자로서 인도학습자는 한국과 인도 기업체 문화의 차이점, 한국 독
자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원하는 바를 알아야 한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독자와 
필자는 물론 때때로 자기소개서의 텍스트(질문)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무
엇보다도 인도인 지원자는 자신과 다른 문화적 맥락에 위치한 한국 기업/학교의 
담당자에게 자신의 글을 제출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기소개서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소개서는 글쓴이에 대한 탐색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이다.
 둘째, 자기소개서는 독자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해야 하는 글쓰기이다.

43) 박혜경,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쓰기-문법 통합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1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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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항목) 대표적 표현

1.성장 배경

• 이러한 성장과정(또는 경험)을 통해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이런 부모님의 가르침(또는 경험)은 ~성격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또는 경험)을 통해 
~좌우명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지원동기

• 이러한 나의 모습은 ~을 할 수 있는 인재라고 
자신합니다.
• 저의 ~(능력 또는 가능성)은/는 ~업무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입사 후 포부

 셋째, 자기소개서는 회사와 대학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형식이 정해져 있는 글  
 쓰기이다.
 넷째, 자기소개서는 취업과 진학 목적으로 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글  
 쓰기이다.

 위에서 한국어 자기소개서의 특성을 네 가지 면에서 정리해 보았다. 위에서 언
급한 한국 기업체와 한국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면 한국 모
어 화자들은 주로 6가지의 요소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
서와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의 기본 요소와 특성은 거의 비슷하지만, 입사나 
진학 후의 포부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지원동기와 특기 및 능력도 회사
나 대학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작성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어 
화자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주요 요소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어휘나 문장 
표현들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아래 <표4>는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자기 
소개서의 구성 요소 및 이 때 사용하는 대표적 표현들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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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지만 잠재력을 가진 나~ 인재로 
거듭나겠습니다.
• 입사의 기회를 주신다면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 3년/5년/10년 후 ~사람 되고 싶습니다.

4.성격의 장단점

• 반면(에)~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 반면(에)단점으로는 ~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5.특기 및 능력

• (문서작성 업무)에 필요한 ~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영어능력)에 있어서는 0000년 00월 토익 
000점을 취득하였습니다.
• 회화 및 영작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6.사회경험
• ~아르바이트를 했고 ~배웠습니다.
• 해외 나가서 ~동안 ~봉사 활동했습니다. 회사 
입사 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표4> 한국어 자기소개서의 구성 요소와 대표적 표현44)

 표<4>에서 한국어 자기소개서의 일반화된 구성 요소는 6가지로 나타났다. 성장 

44) 이현태·남기웅,『잘나가는 신입사원 20명이 공개하는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 21

세기북스, 2008; 이동하 외,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배팅하라』, 책과사람들, 2008;

박혜경,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쓰기-문법 통합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등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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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성격의 장단점, 특기 및 능력 그리고 사회경험 
등이 그것이다. 이 구조는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 중심이지만, 경희대학교와 연
세대학교의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면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도 동
일하게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 표 내용은 취업을 위한 자기소
개서와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의 구성 요소 및 특성 그리고 대표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한국의 취업과 진학 자기소개
서의 네 가지의 특성 즉, ‘글쓴이에 대한 탐색과 성찰’, ‘독자의 관심과 요구’, 
‘회사와 대학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형식이 정해져있는 글쓰기’, ‘취업과 진학 목
적에 따른 상황의 고려’를 바탕으로 여섯 가지의 항목을 분류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함을 알 수 있다.

3. 인도 학습자를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의 의의
 
 인도인 중급 이상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소개서 텍스트에는 문법상의 문제보다
도 학습자 자신에 대한 이해, 독자에 대한 고려, 내용 구성 및 생성 측면의 문제
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에서는 대체로 대학 입학이나 취업 시 자기
소개서보다는 면접을 평가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한국어를 공부하는 인도
인이 한국 학교에 진학한다든지 한국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자기
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도 학습자에게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우선 한국어 쓰기 교육에 자기소개서
의 위상을 검토하고, 그다음은 자기소개서 쓰기가 진학과 취업의 주요 수단이라
는 의미 외에도 학습자들에게 어떤 교육적 의의와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를 밝
히고자 한다. 

1) 한국어 쓰기 교육에 자기소개서의 위상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자기소개는 가장 먼저 학습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본고
는 자기소개서 유형 중에서 취업과 진학 중심의 자기소개서 글쓰기 교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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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으므로, 우선 한국어 교육에 있어 쓰기의 정의를 검토한 후 쓰기의 유
형을 살피고 취업과 진학 중심의 자기소개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고찰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쓰기는 글쓴이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
현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글쓴이가 독자, 글 쓰는 목적, 그리고 상황을 고
려해야 한다. 
 쓰기를 하기 위해서 김선정은 쓰기를 위해서 어휘력, 구문력, 표현력, 맞춤법에 
관한 지식, 해당 언어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고루 갖추어야 하며, 입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정확히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
5> 한국어교육에서 다음과 같이 유형에 따른 글쓰기의 목표를 구분하였다.45)

분류 유형별 쓰기 목표

개인적인 
목적

개인적 내용의 쓰기
개인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
여 흥미를 유발하며, 간단한 정보전
달을 위해 기록적인 성격을 띤다.

탐구적 내용의 쓰기
개인적인 목적의 글로서 탐구목적의 
글을 작성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
다.

창의적인 내용의 쓰기
글쓴이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한 글쓰기로 주
관적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

사회적인 
목적

공적인 내용의 쓰기
기관이나 조직에 대응하는 공식적인 
형태의 글을 작성할 수 있다.

사회적 내용의 쓰기
사회적인 관계형성과 유지를 위해 
쓰는 형태이며 형식적인 틀에 맞추
어 쓸 수 있다.

전문적 내용의 쓰기
전문적인 역할에 관련되는 형태의 
쓰기로 전문화된 텍스트를 작성해 
낼 수 있다.

<표5> 글의 유형

45) 김선정 외,『한국어 표현교육론』, 형설, 2010,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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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내용의 쓰기와 탐구적 내용의 쓰기는 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글
의 형태이다. 창의적인 내용의 쓰기는 개인적인 목적이면서도 다른 사람과 공유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는 글이다. 그리고 공적인 내용의 쓰기, 사회적 내용의 
쓰기, 전문적 내용의 쓰기는 사회적인 목적을 지닌 글이다. 
 자기소개서는 개인적인 글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글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개
인적인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자기소개서이며 교사와 학생만이 열람
할 수 있는 글일 것이다. 개인적인 자기소개서의 목적은 사회적인 자기소개서와 
다르다. 우선 개인적인 자기소개서에서 독자는 글쓴이나 친구 또는 한국어 교사
이다. 둘째, 개인적인 자기소개서에 있어 독자는 글쓴이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글쓴이는 자신이 보유한 언어 능력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글을 작
성하면 된다. 셋째, 개인적인 자기소개서는 사회적인 자기소개서와 달리 정해진 
양식이 없다. 넷째, 개인적인 자기소개서는 독자와 목적에 따라 설득적이고 논리
적인 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반면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자기소개서 유형 중에서 취업과 진학 목적을 하는 자기소개서는 개인적인 자기
소개서와 달리 독자의 수도 많고, 글의 틀도 거의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쓴이가 독자의 고려, 문화의 고려, 글을 쓰는 목적을 중시하여 되도록 틀리지 
않게 적절한 어휘와 문장력을 사용해서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글
을 쓴다. 취업과 진학 중심의 자기소개서는 형식적인 틀에 맞춰 사회적인 관계
형식과 유지를 위해 쓰이는 글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내용의 쓰기’에 해당이 된
다.

2) 자기소개서 쓰기의 교육적 의의

(1) 효과적인 자기소개 능력 향상 

 제2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자기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초급 단계의 언어 구
사 능력을 배우게 되고 나아가 다른 사물이나 사람들을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것
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초급 단계의 자기소개에서는 소개자가 간단한 개인 정
보 즉 자신의 이름, 학교, 꿈 등을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급과 고급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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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학습자가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취업과 진학을 위해 자기소개를 작
성해야할 필요가 생긴다. 취업과 진학 목적의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독자로 하
여금 필자의 한국어 능력에 대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회사와 
대학교에 진입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인도 혹은 외국인 한국습자에게 한국어 자기소개서 작성하려면 기존 언
어 실력은 물론 언어 수행 능력도 필요하다.46) 인도 학습자가 한국어로 된 자기
소개서를 작성하려면 한국어에 대한 어휘나 문법 지식뿐만 아니라 자기소개 맥
락을 고려한 언어적 수행 능력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전통적인 글쓰기 교실에서는 학습자가 교사의 지시대로 글쓰기를 수행하여 학
습자와 교사의 상호 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상호 작
용이 충분히 일어나는 글쓰기 교실에서는 교사가 글쓰기 주제에 대한 권위를 갖
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사유를 스스로 전개해 나가는 태도를 더욱 중
요시 여긴다. 이러한 교수·학습 모델에서는 학습자가 자기에 대한 흩어진 사유를 
집중시키며 글의 논리성을 갖출 수 있다.
 논리적으로 글을 작성하기 전 교사가 학습자의 경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
다47). 여기서 목적은 ‘무엇을 쓸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연속 질문을 하고 학습자가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자신의 기억을 되살린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 혹은 “나”를 다시 생각한다. 이처럼 교
수의 지속된 질문과 학습자의 대답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추출하
고 모을 수 있다. 학습자가 모은 기억의 여러 조각들은 논리적으로 글을 서술하
는 재료가 된다. 
 그 다음은 학습자가 추출한 경험들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일이다. 여기서 목

46) 언어 수행 능력과 언어 능력은 다르다. 브라운(Brown)은 “언어에 있어서 능력이란

한 언어의 체계, 즉 문법 규칙, 어휘, 언어의 모은 조각들과 이 조각들이 어떻게 서로

맞는가에 대한 인간의 기저 지식이다” 주장하였다. 그리고 언어 수행 능력은 실제의

표현과 이해라고 하였다. H. D. Brown,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E, 이흥수 외 공역,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 4판, Pearson Education Korea,

2003, p.35.

47) 작문(composition)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모은다(put together)”는 의미가 있다.

Bloom L. Z., “Why don’t we Write what we teach? And Publish it?” G. A. Olson

& S. I. Dobrin, Composition theory for the postmodern classroo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997,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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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어떻게 쓸 것인가’이다. 제2 한국어 학습자들의 어휘와 문법 실력이 부족
하다고 해서 논리적 구성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많
은 어휘와 고급 문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급 단계에 필요한 어휘를 가르치며 
논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글쓰기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
래야만 자신의 주장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 쓰기에서 개
인의 주장은 주관성이 강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주관성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삶의 설득력 있는 경험으로 주장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자신이 
겪은 경험 행위를 통해서 독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인도 학
습자가 주관적인 사실에 본인의 객관적인 관점을 서술하여 개인의 의지를 효율
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인도 학습자가 자기소개서를 씀으로써 독
자를 설득할 수 있는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독자 지향적 쓰기 능력 증진

 중급 수준의 제2언어 학습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사를 한국어 텍스트를 통해 
한국인 독자에게 전달하는 일에는 오해가 끼어들 여지가 높다. 그 이유는 면대
면 대화에서는 다양한 맥락 정보가 의미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글
쓰기 상황에서는 오로지 쓰여진 텍스트에서만 맥락 정보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
다. 브라운에 의하면48) 글쓴이의 가장 중요한 고려 항목 중 하나는 독자를 예상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글쓴이에게 독자의 일반적인 지식, 특수한 주제 문제에 
대한 지식 및 특히 그들이 선택한 언어가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
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글쓴이가 독자의 기대를 짐작할 수 있는 독자 지향
적 쓰기 능력이 필요하다.
 자기소개서는 다른 양식의 글쓰기와 비교할 때 보다 강한 독자 지향성을 지니
고 있다. 따라서 인도 학습자는 한국 독자의 요구에 맞춰서 글을 쓰고자 하는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즉 인도 학습자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자기소개서에 

48) H. D. Brown,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theory 5/E, 권오량 외 공역 『원리에 의한 교수: 언어 교육에의 상호 작용적 접근법』

3판, Pearson Education Korea, 2008, 4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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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는 것보다, 독자의 요구에 일치하는 보다 의미 있고 설득력이 있는 글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인도 학습자의 경험 내용을 보다 적합한 장르 형식에 맞게 서술하
도록 하고 독자의 기대에 맞게 생각하고 글을 쓰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인도 
학습자의 텍스트를 분석해보면 독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
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학습자로 하여금 자기소개서의 독자가 되게 
한다. 나 자기소개서가 독자 지향적 쓰기이기 때문에 학습자는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개인 경험을 서술하고 이를 통해 독자가 주제를 짐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도 학습자와 한국인 독자 문화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만날 때 일으킨 반응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어서 독자와 학습자의 거리를 
조정하고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은 다른 독자 
중심 유형의 글을 쓸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3) 자기 성찰 심화

 인도 학습자는 자기소개서 쓰기를 통해서 자기 경험을 조회하고 자기 삶을 
조망하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에 이를 수 있다. 표면적으로
는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고찰해 보는 일이 되며 심층적으로는 자
기의 존재 근원을 되묻는 일이 될 것이다. 이때 한국어로 사유하는 것이 힘들
다면 보다 원활한 내용 생성을 위해 학습자가 자기에게 익숙한 모어로 생각하
는 단계를 거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인도 학습자의 설문 조사를 참고하면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한국
어를 배우는 목적은 취업과 진학이다. 그러나 한국어를 습득하면서 목적이 바
뀌기도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지와 같은 질문을 하
게 된다. 심지어 학습자들은 종종 왜 자신이 한국어 능력이 아직도 늘지 않고 
한국어를 배운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과 방황이 있을 수 있다. 학
습자들은 일차적으로 자신이 겪은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고, 해 온 일들과 경
험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인도 학습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반문을 하게 된다. 나아가 학습자들이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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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험을 통해 한국인 독자를 설득해기 위해서 꾸준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제2언어 학습자 혹은 인도 학습자가 한국어로 자기소개 쓰기 과정을 통
해 모어와 한국어의 갈등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인식하게 되고 본인의 
가치에 대해 한층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더 알게 되는 것은 자신을 
해석하는 일이며 개인의 생각, 경험, 계획 속에서 자신과 관련된 특별한 매개
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확인하고 나의 다른 면도 발견할 수 있
다.49) 여기서 인도 학습자가 모어와 외국어의 갈등을 겪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
성을 확인하고 자신을 더 깊이 발견하게 한다. 그리하여 학습자와 과거, 현재
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다시 성찰하게 되며 미래에 기대를 가진다. 이처럼 인
도 학습자가 자신의 가치를 숙고하고 자신의 과거를 반영하여 정체성을 파악해 
형성해 가게 된다.

(4) 한국과 인도 문화 이해 증진

  자기소개서 글쓰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독자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이
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쓰기 평가 목표의 두 번째 항목 ‘담화 맥락에 적절한 담
화 구성 능력 평가’는 한국 문화에 대한 표현 능력을 증진하는 데 의의를 둔
다.50) 인도 학습자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독자의 국적, 지위, 나이, 취업상
황 등을 잘 알아야 독자의 요구에 맞추어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다. 이를 
위해 인도 학습자는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방식을 익히면서 한
국 문화에 대해서도 동시에 공부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자기소개서 
형식 중 한 가지 항목은 성장과정인데, 인도 학습자가 한국인이 작성하는 것과 
같이 글을 쓴다면 한국인이 무엇을 성장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성장과정에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로 표현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화적인 
배경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49) 황순원, 『말과 삶과 자유』, 문학과지성사, 1985, 21쪽.

5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어능력시험 문항 유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문

항 개발을 위한 지침서』, 2006,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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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학습자가 한국어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되면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인도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취업 심사
가 면접 과정부터 시작되지만, 한국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먼저 검토한다. 인도 
학습자가 이러한 문화 차이를 알게 되면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이후로도 사회문화 맥락을 고려해서 글을 쓸 것이다. 사회문화 맥락의 
고려 사항에는 당연히 독자가 포함된다. 인도는 취업 시에 자기소개서를 형식
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지원자 자기소개서에 제시된 독자의 능력에 주의를 기
울이지 않는다. 면접도 보통 2차에 걸쳐 진행되므로 1차 면접관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1차와 2차 면접을 거
친 후 최종 면접 현장에서 희망하는 회사의 높은 사람이 면접하기 때문에 최
종 평가에서만 독자를 중시하게 된다. 반면 한국은 자기소개서부터 심사가 시
작되기 때문에 첫 단계부터 독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문화 
맥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독자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며 설득적인 자
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인도 학습자는 쓰기 실력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까지 잘 파악하게 됨으로써 
인도와 한국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도 배울 수 있다.

(5) 취업과 진학 가능성 증진

 인도에서는 취업이나 진학 시 자기소개서보다 간략한 이력서를 준비하며, 면
접에서도  구두로 자기소개를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따라서 면접 전에 자기
소개를 위한 준비를 미리 해 두면 당황하지 않고 면접관의 질문에 답할 수 있
다. 자기소개서의 용도는 취업과 진학, 두 가지로 구분될 것이다.
 첫째, 학습자에게 자기소개서 글쓰기 교육을 하면, 학습자가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둘째, 자기소개서 쓰
기는 자기 성찰에 대한 내용을 글로 표현하는 활동이므로 학습자의 표현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이를 통해 취업이나 진학을 위한 면접 시 보다 자연스럽
고 적절한 표현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다. 언어학습·교수·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을 참조하면 제2언어나 외국어 글쓰기 영역에 등급별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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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목표를 기술하였다.51) 중급 이상에 속하는 B1과 B2학습자에게 요구되
는 쓰기 능력은 ‘자신이 익숙한 주제와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계된 광범위한 
주제에 관해 분명하고 상세한 텍스트를 쓸 수 있고, 이때 여러 가지 출처에서 

등급 목표

C2
독자들에게 주안점 찾기를 도와주는 논리적 구조를 지닌 분명하고 유창하

며 복합적인 텍스트를 적절하고 효율적인 문체로 작성할 수 있다.

C1

복합적인 주제에 대해 분명하고 조리 있는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고 이때

결정적인 항목을 강조하고, 관점을 자세하게 상술하고, 하위 항목이나 적

절한 예나 근거를 통해 뒷받침하며 적합한 결론으로 텍스트를 마무리할

수 있다.

B2

자신의 관심분야와 관계된 광범위한 주제에 관해 분명하고 상세한 텍스트

를 쓸 수 있고, 이때 여러 가지 출처에서 얻은 정보와 논점들을 종합하고

평가할 수 있다.

B1

자신의 관심분야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익숙한 주제에 대해 복잡하지 않고

응결성 있는 텍스트를 쓸 수 있다. 이때 몇 개의 짧고 간단한 개별성분들

이 단선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A2
‘그리고’, ‘그러나’, 왜냐하면‘과 같은 단순한 접속으로 연결된 일련의 단순

한 어구와 문장들을 쓸 수 있다.

A1 단순하고 단절된 어구와 문장들을 쓸 수 있다.

51) 김한란 외 공역, 유럽평의회 편, 『언어 학습·교수·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

준』, 2007, 76-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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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정보와 논점들을 종합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자기소개서 쓰
기 교육
은 학습자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 분명하고 상세하게 소개하는 글쓰기를 함으
로써 취업과 진학에 좀 더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  
 좋은 자기 소개서 쓰기는 진학과 취업을 위한 여러 조건 중 한 가지다. 그런
데 많은 인도 학습자가 글쓰기 실력이 부족해 한국 관련 회사나 학교에 자기
소개서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다른 글을 모방하여 천편일률적인 자
기소개서 쓰기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오히려 지원자를 지망 학과나 
회사에서 낙방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도 학습자에 대한 자기소개
서 쓰기 교육은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과 진학에 지원하게 되는 동기가 될 것
이다. 위의 B1, B2 학습자들의 쓰기 능력을 목표로 하여 자기소개서 글쓰기 
교육을 수행한다면, 인도 학습자의 진학 및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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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인도 학습자의 자기소개서 쓰기 양상과 텍스트 분석

 여기서는 인도학습자들이 쓴 자기소개서의 구조와 특성을 검토하고 인도 학습
자의 자기소개서 텍스트 분석에 활용할 이론을 논의하겠다. 이를 위해 할리데이
의 사용역 이론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 학습자 텍스트를 분석하겠다.

1. 인도 학습자의 자기소개서 쓰기 양상

 여기에서 분석할 인도 학습자의 텍스트는 2013년 1월 24~25일에 수집한 91편
이다. 이 인도 학습자들은 자왈랄네루대학 한국어 전공 2~3학년 학생으로서 아
직 연구자로부터 자기 소개서 쓰기에 대한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인도 학습자들의 텍스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인도 학습자들의 자
기 소개서 쓰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에 나타나는 
오류를 밑줄로 표시하면서 자료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텍스트 1]
이름:  000
새일:  00.00.0000

교육: 바나라스 힌두 대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조럽했습니다(2010년)
     00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2011년)
     치금 이학년 학생입니다(2012~2013년)

성취:  델리 대학교에 4회 전 인도 한국어 말위 대화에 일등했습니다(2011년)
      포스코 티.제.팍 장학금을 받았습니다(2012년)
      TOPIK 시험 2급 완성했습니다.

다른 성질: 자신이 있는 남자입니다.
           전달 솜씨에 자신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경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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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아버님: 000, 농부이십니다.
          어머니: 주부이십니다.
          고향: 000입니다.

 텍스트 1의 쓰기 양상을 살펴보면 인도 학습자가 한국인과 달리 이력서 형식으
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것을 알 수 있다. ‘개인과 가족 소개’, ‘학력’, ‘성격의 
장점’, ‘성취’의 4가지 기본 요소로 되어있다. 그리고 이 구성에 들어간 세부내용
은 작성자의 이름, 부모의 직업, 생일,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상황, 성격의 장
점, 수상 내역 등이다. 
 본 텍스트의 밑줄 부분을 보면 철자 오류, 띄어쓰기 문제, 높임법 사용 문제, 
적절한 어휘 활용 부족 등의 문제를 볼 수 있다. 물론 독자가 인도 학습자의 이
러한 오류와 문제점을 감안해 준다하더라도 자기소개서에 필수적으로 삽입되는 
기본 항목 즉, 성장 과정, 학력, 훗날 계획 등의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좋
은 자기 소개서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텍스트 2]
안녕하십니까!

이름: 000
주소: 방번호:000, 000기숙사, 000대학교, 뉴델리-일일공공육칠
전화번호:구팔육팔~
자격:

초등학교: 000학교
증등학교: 000학교
고등학교: 000학교

지금은 000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제뉴 있습니다. 저는 삼학 년 

학생입니다. 졸업한 후에 저는 한국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 에 
제 학점은 7.12입니다.

취미: 노래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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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텍스트 2의 구성 요소도 ‘개인 소개, 학력, 훗날 포부와 취미’의 4가지
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에 들어간 세부내용은 학습자의 이름과 주소, 초·중·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상황, 취미 그리고 졸업 후 한국 회사에 일을 하고 싶
은 계획 등이다.
 위 텍스트 2는 텍스트 1과 유사하지만 학습자가 중간에 문단 형식으로 쓰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학습자는 해요체와 합쇼체를 섞어서 기
술하였고, 텍스트 1에서 볼 수 없는 구조인 취미와 연락처, 주소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연락처와 우편번호를 숫자로 쓰지 않고 한글로 썼다. 

[텍스트 3-1]

이름은 000입니다. 000대학교에서 전공으로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어 공부하기의 한 
이유는 한국 문화를 알게 되고 한국 MNC에서 일 하기입니다. 제 취미가 사진 찍기고 사
업 잡지 읽는 것입니다. 여가 시간에는 사진을 찍고 면집하기도 합니다. 전달 노력도 좋
고 경영노력도 좋습니다. 아무 회사에 일하면서 저는 자기 계발을 간청합니다. 언제가 아
무 일에 자지하고 싶습니다.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소설 책도 많이 읽습니다. 미래에 자
기 회사를 열고 한국과 같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텍스트 3-2]
자기소개:
제 이름은 000입니다. 저는 000대학교에서 공부한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여기에
서 학사를 하고 나서 석사를 위 때문에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제 나이가 20살입니
다. 봉사활동도 자주 합니다. 저는 한국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일본어와 터키어도 
합니다.

진학동기:
저는 한국어를 아주 재미있게 공부도 하고 한국 역사와 한국 문화에는 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위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 영화하고 한국 다라마를 아
주 좋아요. 한국 다라마를 봐서 제 마음이 아주 따뜻해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를 열
심히 공부위 때문에 고등 교육을 하고 싶어요. 한국 노래를 아주 부더려요. 한국말
이 자음과 마음이 아주 과학적인 발음이예요. 한국에는 절이 많고 불교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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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항목) 내용

1. 개인과 가족 소개

a. 이름
b. 성
c. 생년월일
d. 이메일 주소
e. 연락처
f. 거주지
g. 간략한 가족 구조 소개

2. 학력
a. 초. 중. 고등학교 교육
b. 현재 공부 중인 학교명

3. 경력 및 전공 선택의 
계기와 이유

a. 한국 회사에서 통역가나 번역가 역할
b. 한국인과 만남, 한국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텍스트 3-1과 3-2번의 구성 요소는 ‘개인 소개, 학력, 연구 계획과 미래 포부, 
사회경험, 특기 및 능력 경력, 전공 선택의 계기와 이유’로 6가지로 구성되어 있
다. 이 항목들에 들어간 세부 내용은 학습자의 이름, 나이, 학력, 한국어를 전공
으로 택한 이유, 한국어 외에 구사할 수 있는 언어 능력, 봉사활동 등이다. 
 텍스트 3-1과 3-2번은 위 텍스트 1과 2보다 분량이 많고 전체 텍스트를 문단 
형식으로 썼다. 텍스트 3-2번의 경우 학습자가 자기소개와 진학동기를 분리하여 
작성한 것을 보면 이 학습자의 경우 자기소개와 진학동기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텍스트 2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3-1에도 해요체와 합쇼체가 섞
여서 쓰였으며, 텍스트 3-1의 학습자가 더 자세히 자기소개서를 서술하고자 하
였으나, 철자 문제와 표현 문제로 인해 결속성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독자가 궁금한 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텍스트 3-1의 
경우 터키어와 일본어가 몇 급인지, 어디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지, 어떤 장르의 
드라마와 노래를 좋아하는지 등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이상 텍스트 3개를 분석한 결과 아홉 가지의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있었다. 이
는 한국인이 쓴 자기소개서보다 많지만 그 내용은 간결한 편이다. 인도 학습자
가 작성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하게 생각
하는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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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취 a. 수상 내역

5. 특기 및 능력
a. 전공 외에 다른 능력(컴퓨터, 경제학 등)
b. 한국어, 인도어, 영어 외에 구사 가능한 
다른 언어

6. 사회경험 a. 봉사 활동

7. 취미 a. 여가시간에 즐기는 활동 

8. 성격의 장단점 a. 장점과 단점만 간략히 서술

9. 미래 포부와 꿈 a. 훗날 계획
 

<표6> 인도 학습자의 자기소개서의 구성 요소와 내용

 위 <표6>과 <표4>을 비교해 보면 인도 학습자가 갖고 있는 자기소개서의 개념
이 한국인 지원자들의 그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어를 전공한 후 
한국 회사로의 취업 및 한국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인도 학습자의 경우, 이러
한 용도로 작성되는 자기소개서를 보다 잘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그들에
게 자기소개서의 구조와 전략, 일상적 표현, 논리적이고 설득적인 내용 등을 교
육할 필요가 있다. <표4>에서 한국인들이 쓴 자기소개서의 대표적 표현을 알 수 
있는데, 인도 학습자는 자기소개서를 개조식으로 쓰거나 서술하는 형식을 섞어
서 썼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적인 면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르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초래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텍스트 분석의 관점

1) 체계 기능 언어학적 텍스트 분석 방법

 텍스트를 사회 구성원의 약속이요 담화 공동체의 규칙과 관습의 산물이라고 할 
때, 텍스트를 분석하는 접근 방법은 크게 신 수사학(New Rhetoric)적 접근법과 
체계 기능 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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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2) 대표적인 신수사학자 밀러(Miller)는 장르를 사회적 행위로 인식했다.53) 
장르가 사회적 행위라는 의미는 한 개인이 사회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규칙으
로 존재하는 장르를 습득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신수사학자들은 이러한 장
르 관습을 잘 습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연구한 것이 아니라 장르 관습이 지닌 
사회적 힘, 즉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특정 사회
에서는 특정 장르가 다른 장르에 비해 권위를 지니고 있어서 개인이 자신의 경
험을 의미있게 표현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분석할 때 이러한 분석법이 활용된
다.54)

 반면에 체계 기능 언어학적 접근법에서는 언어의 형식이 지닌 기능을 사용역이
라는 개념을 통해 분석한다. 할리데이는 사용역(Register)이라는 용어를 의미론
적 개념으로 사용하여 담화를 분석하는데, 이 사용역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장
(Field), 양식(Mode), 관계(Tenor)이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의미
의 구성 배열이다.55) 즉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를 장, 양식, 관계로 보고 
이들의 관계에 따라 양상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용역의 개념은 장르와
의 비교를 통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장르는 조사 보고서, 메모 등과 같이 비
교적 완성되어 있고 관습화된 텍스트들의 집합을 가리키는 반면, 사용역은 불완
전하며 전체의 부분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장르는 이미 담화공
동체 내에서 전형화된 담화 유형인 반면, 사용역은 아직 그러한 전형성을 띠지 
못하는 담화 유형이다.56) 

52) 하일랜드(Hyland)는 외국어 학습과 장르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장르에 대한 접근

법을 ‘체계 기능주의 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신 수사학(New

Rhetoric)’, ‘특수목적 영어교육(English for Specific Purposes)’으로 나눈 바 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경우는 영어교육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 것이므로 앞의 두

경우만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K. Hyland, Genre and second language
writing,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4, p.50.

53) A. Freedman & P. Medway, ed., Genre and the New Rhetoric, 1994, 23~32쪽.
54) 의학연구실과 병동의 의학적 연구물 글쓰기를 연구한 다음 연구가 대표적이다.

C.F. Schryer,, The Lab vs. the Clinic: Sites of Competing Genres, A. Freedman
& P. Medway ed., 1994, pp.105~124.

55) “A register is a semantic concept. It can be defined as a configuration of

meanings that are typically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situational configuration

of field, mode, and tenor.” M.A.K. Halliday & R. Hasan,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 semiotic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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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 기능 언어학은 장르보다 구체적인 언어 특성을 살펴 볼 수 있는 사용역이
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복합적인 상황 맥락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
다. 사용역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언어를 수행하는 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장, 이
에 관계되어 있는 독자와 필자의 관계, 언어가 수행하는 역할을 나타내는 양식
으로 세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자기 소개서의 경우 
한국어라는 표현 언어를 인도인 필자가 한국인 독자에게 전달하는 형태를 띤다. 
이 때 자기소개서라는 양식은 글을 쓰는 목적이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내용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인이라는 독자가 속한 공동체와 인도인이라
는 필자가 속한 공동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체계 기능 언어
학적 분석법을 통해 이러한 양상과 문제들을 파악하여 각 국면에서 필요한 교육
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체계 기능 언어학적 관점에 따른 자기소개서 텍스트 속성

 자기소개서 텍스트의 경우에는 기능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텍
스트의 기능 속성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텍스트 기능은 언어 사용 상
황에서 담화 장(Field), 담화 관계(Tenor), 담화 양식(Mode)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57)

I) 담화 장(field): 담화 장은 담화의 주제와 참여자로 이루어진다. 글을 쓸 때 글
쓴이가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 즉 과학적인 주제인지, 발표인지, 사회적인 문제인
지를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담화 장은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여자가 
어떤 사회적인 행위에 관여하고 있는지’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자기소개서 
텍스트의 담화의 장은 취업과 진학을 위한 목적으로 글을 쓰는 인도인 참여자와 
그 글을 읽는 한국인 참여자로 이루어진다.

56) 주세형,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 설계의 원리와 실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5, 58쪽.

57) 아래 내용은 ‘M.A.K. Halliday & R. Hasan,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 semiotic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p.24~26.’을 요약하고 연구자의 의견을 덧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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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담화 관계(tenor): 담화 관계는 참여자간의 역할이다. 담화 속에서 참여자간
의 역할은 지위, 친밀감, 나이, 맥락, 사회적인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인도와 달
리 한국에서도 담화 관계가 복합적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진학과 취업 자기소개서의 경우 참여자간의 관계가 ‘지원자’와 ‘인사담당자’이다. 
이 둘 간의 관계는 한국식으로 이야기해 볼 때 고용 또는 입학을 전제로 한 사
회적 차등 관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도 학습자는 고용과 입학의 중요한 결정
권을 지닌 독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독자가 자신의 글을 읽고 고용 또
는 입학을 시키도록 표현해야 한다.

III) 담화 양식(mode): 담화 양식은 언어의 역할이다. 이것은 참여자가 언어를 
활용하여 무엇을 기대하는지, 언어가 어떤 방식(문어체 또는 구어체)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언어의 수사법(설득, 설명, 서사, 묘사)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다. 담화의 언어가 담화 속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담화 참여자의 관
계에 따라 친밀감이 높을수록 언어의 표현 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친밀감이 
높을수록 비격식체를 사용하지만, 거리감을 유지하기 위해 격식체를 사용할 수
도 있다. 이를 자기소개서 텍스트에 적용해 본다면 자기소개서 텍스트를 둘러싼 
참여자 간의 언어 행위는 텍스트에 적힌 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영어와 달
리 한국어는 존대법과 이에 다른 다양한 문체들이 발달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법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일을 간과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

l 담화 장(field) - 텍스트에 포함시킨 사회적 과정의 성격 - ‘무슨 일이 벌어
지고 있는가?’

l 담화 관계(tenor) - 참가자들 사이의 대인 관계 -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 
l 담화 양식(mode) - 텍스트에서 수사적 기능과 중간자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 

- ‘언어의 어떤 부분이 사용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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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사용역의 기능 

자기소개서 텍스트의 사회맥락적 기능

담화 장 자기소개서 글쓰기(진학과 취업) 
담화 관계 지원자와 인사/입학 담당자
담화 양식 설득적이고 논리적인 글에 맞는 문체

이 세 가지 프레임을 자기소개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7> 자기소개서의 사회맥락적 기능

 위 표에서와 같이 자기소개서 텍스트의 사회맥락적 기능은 사용역의 기능인 담
화 장, 담화 관계 그리고 담화 양식에 따라 충분히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렇
게 나누어 볼 때, 담화 장은 진학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 자기소개서 글쓰기 
이다. 담화 관계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지원자와, 자기소개서를 읽는 회사 인사
담당자나 학교의 입학 담당자가 된다. 또한 자기소개서의 담화 양식에 맞는 문
체적 특성(문어체, 설득적인 어조)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 영
역의 발현 과정에 독자의 특성, 언어 문화, 담화에 대한 인식, 담화에 쓰이는 언
어, 담화 참여자 간 대인 관계 그리고 결속성 등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담화 장, 담화 양식, 담화 관계를 중심으로 한 기능 요소들을 자기소
개 텍스트에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이러한 요소
들은 인도 학습자가 작성한 취업과 진학 중심 자기소개서의 문제점을 분석적으
로 진단하여 교육적 처방을 내리는 데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기소개서 쓰기의 여러 차원 즉, 필자, 독자, 문화, 논리 등에 분석해 
볼 것이다.58) 

58) 여기서 필자는 자기소개서 지원자 혹은 인도 학습자이다. 독자는 회사와 대학교

담당자이다. 문화는 필자와 독자의 문화이다. 필자의 문화는 인도 문화, 인도인들의

사고방식, 한국에 대한 이해이다. 마찬가지로 독자의 문화는 한국 대학교와 취업 문

화, 인도와 인도 사람에 대한 이해도이다. 논리는 자기소개서를 독자의 요구에 맞게

체계적으로 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논리는 자신의 의사, 감정, 경험, 꿈 등을 설

득적으로 독자에게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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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 학습자의 자기소개서 텍스트 분석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장르에 대해 충분한 이해, 그리고 텍스트의 주요 요소와 
글쓰기의 수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데빗 외(Devitt, et al.)59)는 
학습자의 글을 분석하기 위한 6가지의 주요점으로 상황, 주제, 글쓴이, 독자, 목
적, 장르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글쓰기의 주요점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인도 
학습자의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문제점을 담화 장, 담화 양식, 담화 관계 중심으
로 분석하겠다.

1) 담화 장 차원 측면의 텍스트 분석

(1) 글을 통한 자기표현 문화의 부재

 개인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관찰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 훗날의 계획 등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글을 통한 자기표현 글쓰기이다. 3장 2절에서 인도인 학생
들이 학교에서 배운 글쓰기를 살펴보면 비평문, 체험 쓰기, 뉴스와 인터뷰 쓰기 
같은 유형의 글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글의 유형 중 체험 쓰기가 자기표
현 쓰기와 가장 가깝다. 이는 개인적 글쓰기일 수도 있고 공식적 글쓰기일수도 
있는데 인도에서의 체험기는 주로 수학여행을 중심으로 한다. 인도의 학교에서
는 자기표현적인 글과 비슷한 유형 즉, 자기 성찰, 전기 쓰기, 일기 쓰기를 가르
치지 않고 체험 수기만 가르치는데 체험 수기 또한 발표 위주의 공식적인 글의 
형식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수업에 20명이 넘는 모든 학생들이 글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는 훈련을 못 받아 인도는 글을 통한 자기표현의 문화가 부재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학습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
실만을 인지할 뿐 자기소개를 통해 자신을 표현 못 하고 있다. 예컨대 자기표현
을 위한 글의 작성법에 익숙하지 않은 인도 학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내용을 문
단으로 구성하는 형식보다 단답형 형식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텍스트 4] 
참조)으며 이것은 담화 장의 문제이다. 인도 학습자가 작성한 자기소개서의 절반 

59) A. Devitt, et al., Scenes of Writing: Strategies for Composing with Genres.
New York: Longman, 2004,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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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이와 같은 개조식 형식으로 작성되었다는 바를 살펴보면 인도 학습자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표현해야 할 줄 모른다.

[텍스트 4]
이력서
이름- 000                                  성별- 남성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주소-000
전화번호-000
E-메일-000
학력- 고등학교-2007 00대학교(비하르)
       졸업- 2010-2013 000(한국학요에서 한국어)
       한국어 능력 시험 합격- 83%(2011)
       자원봉사- 한국어로, 설명자와 번역자도처럼 일 했어요.
취미- 놀고..
                                          000(이름)
                                         24-01-2013

 앞에서 언급한 브리턴의 글쓰기 분류 문학적 글쓰기, 자기 표현적 글쓰기, 의사
소통적 글쓰기를 참고한다면, 2장 1절의 인도 초. 중. 고등학교 글쓰기 교육과정
에서는 인도 학생들에게 자기 표현적 글쓰기 중 편지 작성을 초등학교 3학년 학
생에게 가르치며 자서전, 저널, 개인적 에세이와 같은 자기 표현적 글쓰기는 포
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때문에 인도 학습자가 작성한 자기소개서 [텍스트 1]을 
포함한 자기소개서 텍스트(부록 참조)를 보면 인도에서 자기표현 글쓰기 문화가 
부재함을 알 수 있다.
 인도 학습자가 자기표현 글쓰기 문화 부재이기 때문에 자기표현적 글을 작성할 
때 오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크리스틴 외(Christine et al.)60)는 제2
언어 작문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유창성과 정확성이며, 이 둘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고 보았다. 유창성은 글쓴이가 정해진 시간 내에 제2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60) Christine, et al., Controversies In Second Language Writing,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7, pp.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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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확성은 글쓴이가 쓴 문장 안에 오류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제2언어에 있어 
이(I. Lee)61)는 쓰기 교육의 유창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이(Lee)는 교사들이 학
습자들의 텍스트 오류를 가장 많이 검토하므로 학습자들이 쓰기 오류를 줄이는 것
에 가장 많은 노력을 들인다고 보았다. 하지만 인도 학습자에게 한국어 글쓰기의 정
확성을 요구하면 학습자의 유창성은 떨어질 것이다. 정확성과 유창성을 모두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소개서와 같은 자기 표현적 글쓰기에는 초급과 
중급 학습자에게 유창성을 우선해서 가르쳐야 한다. 위 텍스트를 보면 인도 학습자
가 쓴 분량이 매우 적다. 텍스트 분량을 늘리려면 학습자가 자기 자신을 두려움 없
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와 실수에 신경 쓰기보
다는 해당 주제에 맞게 자기 자신을 더욱 많이 표현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
하다. 

(2) 자기소개서 장르에 대한 인식 미흡

 장르는 어떤 현상을 공통된 특성과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하고 설명하는 사고의 
틀이다. 취업과 진학에 관련된 자기소개서의 두드러진 특성은 특정한 독자와 형
식을 의식하면서 글의 내용을 구성해야한다는 점이다. 하일랜드(Hyland)62)은 작
문을 할 때 장르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장르 지식이란 주제나 작문 기술(일
관성, 문법, 어휘)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인도 학습자가 해당 주제에 대한 장르 
지식과 작성법을 알고 있었으면 글을 더욱 잘 작성했을 것이다.
 자기소개서 장르에 대한 인식 미흡은 인도 학습자가 자기소개가 무엇인지 모르
는, 자기소개서의 작성법에 대한 학습 부족으로 연결된다. 인도인 한국어 중급 
학습자들 91명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본 결과, 45명의 학습자들이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였다. 하단에 제시된 텍스트 5번 및 6번을 보
면 학습자들의 자기소개서 장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담화 장 차원에서 보면 글쓴이가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파악하지 못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1) I. Lee,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 The Case of Hong Kong, V

13(4), Elsevier, 2004, p.290.

62) K. Hyland, Genre and Second Language Writing,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7,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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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5]
이력서
이름- 000     
전화번호-000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주소-000
이 메일-000
학력- 고등학교-2006 (UP)
       졸업- 2010-2013 (000대학교)
       봉사활동도 했어요.
       

                                          000(이름)
                                          24-01-2013

                                      

[텍스트 6]
자기소개(이력서)

1) 성함:000
2) 성별: 여성
3)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4) 주소: 000
5) 연락처:000
6) 학력: 1)고등학교(2009)
         2) 3학년 재학중
7) 경력: 포스코 회사 통역자
8) 수상과 증명서: 1)포스코 장학금(2011)
                 2) NIIED 한국방문 장학금(2012)
                 3) 한국어능력 시험(86%,초급)
9) 취미: 독서, 쇼핑, 요리
10) 자원봉사: 1) 델리 영연방 경기대회, 2010
              2) 어프레선 아사(결핵 환자에게 치료를 공짜로 주는 비정부조직), 2012
              3) 고아원 봉사  



- 58 -

 위 텍스트 5번과 6번의 사례들을 보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라는 요구에 대해 
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력서 형태의 글쓰기를 하였다. 어떤 학습자는 상단의 
주제에 아예 ‘이력서’라고 기재하였다. 학습자가 이력서를 쓰는 방식도 인도에서 
흔히 쓰는 ‘Resume’의 방식으로 몇 가지 요점만을, 즉 이름, 주소, 이메일 아이
디, 취미, 업적, 학력 등을 개조식으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보통 일상적 
표현의 양식이 주어지고 작성자가 해당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는 경우에 사용된
다. 연구자가 미리 인도 학습자에게 자기소개서를 고정된 양식에 맞추지 말고 
자유롭게 쓰라는 조건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력서는 구직자의 주된 경력, 능력, 성격, 학력 등의 요점을 카탈로그처럼 간
결하게 약 1~2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효과적으로 정리한 문서이다63). 그러나 
인도 학습자가 쓴 이력의 분량은 약 반 페이지 정도에 그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정리되어있지 않다.64) 이러한 결과로부터 학습자들이 자기소
개서/이력서의 정의와 작성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
달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이력서와 같은 글쓰기 형식은 보통 인도에서 정규교
육과정을 통한 학습이 아닌 선배들이나 인터넷을 통해 습득된다. 이는 자기소개
서가 아니라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의 출입국 관리소 담당자에게 개인 정
보를 제출할 때, 혹은 새로운 물건을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개인 정보 
양식에 가깝다.
 이력서에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성 등), 학력 및 경력사랑, 취미 등을 
포함된다. 그렇다면 이력서는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자료가 된다. 반면 자기
소개서는 객관적으로 자신을 여러 가지 사항(성장 과정, 출신학교, 전공, 사회 
활동, 입사 후 포부 등)으로 표출하는 자료이다.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의 분량이 
학교와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이력서는 보통 1장 분량으로 개인 정보를 채우는 
형식이고, 자기소개서는 1~2매 분량으로 자신을 논리적과 설득적으로 서술하는 
형식이다. 또한 응답자들은 한글 이력서와 영문 이력서와의 차이점도 잘 이해하

63) 이동하 외,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배팅하라』, 책과사람들, 2008, 51쪽.
64) 물론 학습자가 학력, 경력, 취미 등을 모두 적어 넣으려고 하였으나 이력서에 들어

가야 할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쓸 것인지, 어떻게 배열할 것인지 잘 모르고 무작위

로 이력서를 썼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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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다. 이력서가 지원자를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비교
적 규격화된 서식을 요구하지 않는 영문 이력서와 달리 일반적인 한글 이력서는 
규격 및 서식에 따라 학력과 경력, 취득한 자격 등을 순서대로 적는다.65) 학습
자가 영문 이력서와 한글 이력서의 기본 차이점을 이해하면 나라별로 이력서 형
식과 자기소개서 형식이 다를 수 있다고 의심이 받게 된다. 그리고 자기소개와 
같은 글을 작성할 때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게 되며 자기소개서 
또한 다른 글을 쓸 때 장르를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텍스트4~6을 참고하면 학습자들이 영문 이력서와 한글 이력서와의 차이점을 인
식하지 못한 채 천편일률적인 형식으로 자신의 이력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여기에는 자신의 경험과 자격이 회사에 얼마나 적절한가가 효과적으로 서술
되지도 않았고 영문 이력서에 흔히 포함되는 ‘references’와 같은 개념의 이해
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텍스트3에서 ‘봉사 활동’이란 요소가 언급된 것을 
볼 때 작성자는 한국 문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석가능하다. 인도의 학교에
서는 봉사나 동아리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음에도 자신을 드러내는 요소로 봉사 
활동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한국에서 봉사 활동이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장르에 대해 잘 이해하
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바꿔 말하면 인도 학습자의 경우 자기소개서란 장르의 
몰이해가 결국 담화 특성 차원의 문제로 이어진 셈이다. 위의 자기소개서를 살
펴보면, 학습자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상태 또한 담화 
장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에 대한 개념학습 그리고 자기소개서 장르 교육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판
단된다.

(3) 자기소개서 쓰기의 목표의식 결여

 글쓰기의 목표는 쓰기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취업과 진학 중심 자기소개서
의 목표는 취업과 진학을 위해 특정한 독자와 형식에 맞추어 자신을 표현하는 

65) 이동하 외, 위의 책,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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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렇다면 글쓴이는 취업과 진학에 필요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글쓴이가 글을 쓸 때 글쓰기의 목적을 알면 효율적인 글을 쓰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자기소개서의 작성도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글의 목적인 ‘글
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인사 담당자에게 알리고 좋은 인상을 주며 회사에 취직 또
는 학교에 합격하는 것이다’를 잘 알아야 한다. 아래 텍스트 7번과 8번을 보면 
학습자는 자기소개서의 최종 목적이 취직과 취업인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자기
소개서의 중점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텍스트 7]
이름: 000               성별: 남성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주소: 000
전화번호: 000 이메일 아이디:000
취미: 수용, 음악 감상, 한국 드라마 보는 것
학력: 고등학교 2006, 델리 대학교에서 중급, 고급 
      2010, 211 IGNOU에서 졸업 관광
      J대학교 한국과 3학년 재학중 
      한국어 능력 시험 합격..2급ㅐ  
상: 3회 전인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 2010,중급 2등
    LG에서 작하급-2010
자원봉사: 장님 대학교에서 도와주는 일 
         병원가서 한자에게 도와주는 일
취미: 여러 가지 동전 수집하는 것, 우표 수집하는 것, 그림 그린다.

 7번 텍스트에서는 학습자가 역시 자기소개서를 간단하게 서술하였다. 이 자기
소개서의 주요 내용은 이름, 성,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취미, 학력, 수상, 봉사 
활동 그리고 취미로 구성되어 있다. 작성자는 위와 같이 모든 사항에 대해 한 
문장씩 간단히 작성하면 자기소개서가 완성된다고 생각하며, 이런 형태의 자기
소개서를 통해 진학과 취직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한국에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원자가 많기 때문이
다. 자기소개서를 미리 제출하면 인사 담당자가 심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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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개서 심사에 합격한 지원자가 면접을 보게 된다. 반면 인도는, 자기소개서 
또는 이력서 때부터 심사 받는 경우가 드물다. 인도는 자기소개서 또는 이력서
를 제출 후 거의 모두 면접을 보게 되고, 진정한 심사가 면접 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면접만 2~4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자기소개서 쓰
기가 심사를 염두에 두어 쓰는 반면, 인도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는 참고 자료
에 불과하다. 앞서 설명했듯 인도의 대학교 학부생조차 박사 과정에 진학할 때 
자기소개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간단하게 학력, 경력과 연구 관심사를 밝히고 면
접 때 심사를 받기 시작한다. 또한 회사에 취업 시 단순하게 바이오 데이터(Bio 
data)만 제출하며 면접 시 자기소개를 구어로 표현한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인도 
학습자가 한국 회사와 학교에 취직과 진학 시 자기소개서 쓰게 하는 목표를 인
식을 못 한다.

[텍스트 8]
이름: 000
생일: 000
교육: X대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조럽했습니다(2010년)
      J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2011년)
      치금 이학년 학생입니다(2012-2013년)
성취: X대학교에 4회 전 인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일등했습니다(2011년)

포스코 티제 팍 장학금을 받았습니다(2012년)
     TOPIK시험 2급 완성했습니다.
다른 성질: 자신이 있는 남자입니다.
           전달 솜씨에 자신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경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아버님-000, 농부이십니다.
           어머니: 주부이십니다.
           고향: 비하르입니다.

 위 텍스트의 8번도 7번과 비슷한데, 다만 특이 사항 또는 장점이 추가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위 텍스트를 살펴보면 작성자는 목적(취업과 진학)만 알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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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인상을 준다. 학습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글을 작성하더라도 글의 목적과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상황을 잘 분석하고 글을 작성해야 한다. 기어 외(A. R. 
Gere, et al.)66)에 따르면 학습자가 어떠한 글을 쓰기 전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
려면 다음 5가지의 주요점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 글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 글의 독자는 누구인가
 - 글을 쓰는 이유 그리고 글을 쓰는 방식은 무엇인가
 - 어떤 전략이 가장 효율적인가
 - 글쓴이로서 글을 쓸 때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다섯 가지 중에 글을 쓰는 이유가 글의 목표가 될 것이다. 인도 학습자에게 
글을 작성하라고 하기 전 분명히 글의 목적과 목표를 ‘취업과 진학’라고 설명하
였으나 작성자는 아직 자기소개서 쓰기의 목표를 인식하지 못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도 학습자는 자기표현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자기소개서 장
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에 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인
도 학습자는 왜 글을 써야 되는지, 면접관에게 글로 쓴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글쓰기와 자기표현의 관계 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점
을 담화 장 차원에서 보면 인도 학습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
르는 셈이다. 그들은 진학과 취업의 목적만 알고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즉, 인도 학습자는 겉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의 담화 장 차원을 파악
하지 못하였다.
 위에서는 담화 장 차원에서의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런 문제점
의 기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인도 초·중·고등학교에서 자기소개서 
글쓰기, 자기 표현적 글쓰기와 같은 내용을 교육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
도 학습자는 할리데이가 말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머릿속으로만 인

66) A. R. Gere, et al., Writing on Demand: Best practices and strategies for
success, Heinemann, 2005,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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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역 이론   문제점 특징

담화 장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글을 통한 자기표현 문
화의 부재

인도의 초. 중. 고등학교
에서 자기표현적 글쓰기 
또는 자기소개서를 글쓰
기를 교육하지 않기 때
문에 글쓰기 표현력이 
약하다.

자기소개서 장르에 대한 
인식 미흡

자기소개서 대신 이력서
를 서술한다.

자기소개서의 목표의식 
결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글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식할 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두 번째로 한국과 달리 인도의 대학교와 회사
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인도의 대학교 학부생과 대
학원생은 자기소개서를 요구받지 않으며 박사과정 학생도 주로 학력과 경력 그
리고 입학 후의 계획만을 요구받는다. 또 취업을 위해서는 이력서만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학생들은 관련 내용을 길게 서술하는 대신 면접 시 면접관에
게 구두로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상 세 가지 문제점을 종합하여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보겠다.

<표8> 담화 장 차원의 문제점과 특징

2) 담화 관계 차원의 텍스트 분석

(1) 독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글쓰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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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과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서 필자는 독자의 요구, 독자가 인도에 대해 
지닌 배경 지식, 독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텍스트의 형식에 맞게 글을 쓴다. 
그레이브와 카플란Grabe & Kaplan)67)은  제2 언어 작문을 위해서는 해당 언어

의 쓰기 전략은 물론 독자의 인식과 기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런
데 1절에서 인도 학습자의 글을 분석해보면 학습자가 독자의 특성과 기대를 크
게 고려하지 않고 글을 작성하였으며 독자가 원치 않은 내용도 있음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문제는 참여자들간의 대인 관계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담화 관계 
차원에서 좋은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주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독자와의 
관계를 분명히 파악해야만 한다. 학습자가 독자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글을 써
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을 고려하여 자기중심적인 글을 쓴다면 자신에 대해 
필요 없는 정보를 나열하게 되어 결국 독자와의 소통이 어렵게 된다.

[텍스트 9]
저는 000라고 합니다. 인도사람입니다. 인도에는 비하르 주의 빠트나에서 왔습니다.
저는 고향에 있는 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 근처에 
있는 단과 대학을 다녔습니다. 칼리지를 졸업하고 인도에 유명하고 가장 큰 대학교
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74%받고 이 급을 합격했씁니다. 다음의 시험에 삼와사
급을 합격하려고 시험을 볼 계획입니다. 저는 작년에 네루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어 
글쓰기 대회를 참여하고 일 등 했습니다. 또 X대학교에 개최된 5전인도 한국어 말
아래의 대회에서도 일등을 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 가족에는 모두 
네명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님이 계시고 여동생이 하니 있습니다. 아버지가 선생님이
고 어머님이 주부이십니다.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신문 읽는 것도 좋아합니다.

 텍스트 9번을 살펴보면 내용의 반 이상이 학습자의 경력에 관한 것이다. 작성
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에만 집중하여 독자를 무시하였다. 이런 경우 참여자 
간의 대인 관계 설정이 실패한 것이다. 예컨대, 두 번째 문장에서 ‘인도 사람입
니다’라는 문장은 독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불필요한 정보다. 또 작성자가 자신

67) W. Grabe, R. B. Kaplan, Theory and Practice of Writing, New York: Longman,
1966,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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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력을 얼마나 상술해야 할지, 그리고 독자가 원하는 것이 학력인지 또 다른 
능력인지 잘 파악하지 못한 인상을 준다. 작성자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자신
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밝혔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는 상술되지 않았
다. 어떤 상을 받았는지, 어떤 일을 해 왔는지에 대한 사실만 나열하지 말고 ‘어
떤 상대’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하여 ‘어떤 성과’를 내고 ‘공부하는 데
에 어떤 도움이’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학습자 자신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독자를 고려하지 않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작성자는 앞으로 한국어 능력시험 중급을 치르고 싶다고도 기술하였다. 이 부
분 역시 ‘장래 포부’에 따로 서술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로 서술하지 않더라도 
중급 한국어 능력시험에 왜 합격하고 싶은지, 중급만 합격할 것인지 혹은 고급 
한국어 능력시험에도 응시해서 합격하고 싶은지를 기술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독자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어서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은 작성자의 가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을 학습자
의 성장과정과 따로 분리하여 자신의 삶과 연결된 글을 작성했더라면 더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스미스(Smith)68)는 글쓴이가 좋은 관찰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
다. 이를 위해 스미스는 “작가처럼 쓰기 위해 작가처럼 읽으라”고 조언한다. 학
습자가 글을 작성할 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숙고한 후 작성하면 더욱 의미 있
는 텍스트를 쓸 수 있다. 인도 학습자의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
면 학습자가 독자를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은데, 그 이유는 독자의 입장에
서 텍스트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인 독자에게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면 텍스트가 많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인도 학습자가 독자이자 저자의 입
장에서 텍스트를 쓴다면 독자의 요구에 맞는 설득적인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텍스트 10]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000입니다. 나이는 서른 쌀입니다. 저는 인도의 북남쪽에 있는 000 지방  

68) F. Smith, Language Arts, Abel Press, 1983, p.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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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니다. 저는 사회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
다. 지금은 저는 J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우리 이웃에 한국 사
람들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언어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말하면 한 70-80%이해합니다. 또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회사에 일하고 싶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 텍스트 10 번을 보면, 작성자가 한 문단에서 본인 이름과 고향, 지원 동기, 
한국어 공부하는 계기, 학력과 한국어 실력을 다 쓰고 있다. 그렇게 쓰는 대신 
내용별로 분리해서 기재했다면 담화 관계 측면에서 필자와 독자의 관계가 더 의
미 있게 설정되었을 것이다. 지원자는 의미 있는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
해 한 문단에 들어갈 내용을 잘 구성해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위 텍스트에서 
첫 세 줄을 ‘성장 과정’에 포함시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면 더욱 좋은 
자기소개서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학력과 한국어 공부를 하게 된 계기를 연
결하여 다른 문단에 작성하였으면 독자의 기대에 좀 더 부응하였을 것이다.
 텍스트 10번에서 학습자는 어떻게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현재 얼
마나 한국어에 능숙한지에 대해서만 기술하였고 독자가 궁금한 점, 즉 지원 동
기 및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이렇게 독자가 기본적으로 궁금해 하
는 내용을 서술하면 할리데이가 말하는 독자와의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데, 인도 학습자의 경우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기술하고 독자가 그것에 대
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아마 학습자는 한국어 
능력과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이유 자체가 지원 동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작성자는 지원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의 능력에 맞게 
지원 동기를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위 텍스트에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면 70~80% 정도 이해한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채용 확률을 높이는 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어를 70~80% 정도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한 한국어 실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입사하기는 어렵다. 대신 ‘이러한 일이 좋으니까 계
속할 생각으로 선택하였다’, ‘이 일을 하기 위해 한국어 실력 외에 필요한 증명
서도 갖고 있어 평생 이 일을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굳은 각오와 적
극적인 자세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반면에 ‘자기 마음에 있는 것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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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드릴 수 있습니다’와 같은 문장은 지원하는 직업과는 맥락이 다르기에 부정적
인 평가를 낳을 수 있다. 자기소개서란 글쓰기 담화에서 대인 관계는 필자와 독
자 간에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독자의 요
구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다.
 다음에서는 독자의 특성 또는 상황과 독자가 가진 배경지식에 대해 미리 예측
할 수 있다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실수들을 줄일 수 있고 대인 관
계 또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아래 있는 텍스
트 11번을 보면 인도 학습자가 인도에 대해 독자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고려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텍스트 11]
제 이름은 000입니다. 저는 U.P주에는 Mainpuri에서 왔씁니다. 저는 델리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 J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학
년 학생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한 지 2년 됐습니다. 저는 졸업한 후에 NOIDA에 있

는 삼성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텍스트 11번의 작성자는 자기소개서에서 본인의 출신지를 밝혔지만 일부 학습
자들은 본인의 출신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학습자는 지명의 
약자 즉, ‘U.P, A.P’를 기재하기도 했다. 학습자가 고향은 U.P라고 밝혔으나 인
도에 대해 잘 모르는 한국인 독자의 경우 U.P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떤 
곳인지 상세히 알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작성자가 NOIDA라고 썼는데 이와 같은 
약자의 사용은 작성자와 독자의 거리를 멀게 한다. 본인이 소속된 지방과 그 지
방의 특징 그리고 그 특징이 본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독자에게 전달하
면 독자의 작성자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이 증대될 수 있다. 
   
[텍스트 12]
  제가 충학교와 고등학교를 G.I.C비하르이즈에서 했습니다.

  여동생은 A.P에 있는 EFL대학교에서 일본어를 공부합니다.

  2007년에는 제가 고등학교 촐업한후에 10+2 아래의위해서 바트나에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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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12번의 작성자는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고향이나 학교, 출신지와 같은 
것들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해야 독자에게 보다 적절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보통 한국인들은 G.I.C, A.,P EFL, 10+2 가 무슨 의미인지 모
를 것이다. 요컨대, 한국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제도는 6-3-3식인데 인도는 
8-2-2이다. [텍스트 9]에서 인도 학습자가 말하는 10+2는 고등학교 과정을 가리
킨다. 한국인 독자가 10+2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의 학제에 대해 알아
야 한다. 예를 들어 인도인에게 ‘고등학교 삼학년’을 ‘고삼’이라고 말할 경우 인
도인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양국의 학제가 다르고 약자 방식도 
다른 까닭이다. 따라서 글쓴이는 독자와의 대인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독자의 배
경 지식을 미리 이해해둘 필요가 있다.
 
[텍스트 13]
  알라하바드에서 자라고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비하르 주에서 왔는데
  제 고향은 비하르 주에 000입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13번을 보면 인도 학습자가 본인의 고향이나 지역 이름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넓은 나라인 인도에서 그 장소
들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다. 이런 경우 학습
자가 ‘인도 동서쪽에서 위치하고 있는 특정 지역의 특정 도시에서 태어났고, 고
등학교까지 그 곳에서 공부했다’라고 작성하면 독자들이 좀 더 위치를 파악하기 
쉬울 것이다.
 자기소개서는 필자 중심의 글쓰기라기보다 독자 중심의 글쓰기이다. 자기소개
서에서는 필자가 자신에 대해 자유롭게 쓰기보다는 독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
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파악한 후 그 틀 안에서 자신을 소개해야 한다. 플라워
에 따르면, 필자가 독자가 누군지, 독자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독자와 의사소통을 원한다면 글을 통해 독자를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한
다.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다음에 어떤 내용을 올지, 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를 예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단서들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69) 그
러나 위 텍스트에서는 인도 학습자가 독자를 안내해 주는 대신 오히려 불충분한 



- 69 -

정보를 제공하거나 약자를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자기소개
서는 독자가 알고 싶어 하는 자신의 경험이나 정보를 최대한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독자에 대한 고려가 글쓰기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독자와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도 학습
자에게 한국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사례로 삼아 참여자 간에 대인 관계의 중
요성, 방법과 요소를 가르치면 독자를 고려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 미흡

 맥락을 고려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특정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이다. 왜
냐하면 사회 공동체에 있어 각 맥락은 어떤 특수한 문화를 지니기 있기 때문이
다. 인도인이 한국 회사에 취업 및 진학을 위해 작성하는 자기소개서에서 인도
와 한국 양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양국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으로 이루어진
다. 자기소개서 글쓰기에 있어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은 구체적으로는 인도어
와 한국어의 비슷한 속담 또는 관용구에서 나타난다. 어떤 표현들이 학습자의 
모어에서는 적합할 수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제2외
국어 학습자의 경우 양국 사이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표현의 문제
도 있다. 담화 관계 측면에서 보면 정확한 표현은 독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며 
독자와 필자 사이의 대인 관계를 정립하게 한다. 아래의 [텍스트 14]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인도어와 한국어 표현의 차이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필자와 독자 
간의 대인 관계가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텍스트 14]
제 이름은 000입니다. 저는 U.P주에는 Mainpuri에서 왔씁니다. 저는 델리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 J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학
년 학생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한 지 2년 됐습니다. 저는 졸업한 후에 NOIDA에 있
는 삼성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기획 있으면 저는 큰 심장으로 열심히 아짐부

69) L. Flower, Problem-solving strategies for writing 4/E, Harcourt Brace &

Company, 1993,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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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밤까지 노동자처럼 일을 할 거예요. 한국어를 공부할 때 저는 한국의 문화도 알 
수 있어요.

 위 텍스트의 작성자는 ‘큰 심장으로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노동자처럼 일을 
하고 싶다’라고 썼다. 이러한 표현은 학습자의 모어에서는 익숙하거나 효과적인 
표현일 수 있겠으나 한국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작성자가 아무리 문법적으로 완
벽한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하여도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한국어 표현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다. 키마스코와 리헬트(Cimasko & Reichelt)70)는 제2언어 학습을 
단지 목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 사람들의 행
위와 문화를 이해하여 효율적인 소통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언어 학습 외
에 목표 언어가 모국어인 화자들과의 만남 및 관찰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
다. 교사가 인도와 한국 문화의 유사하거나 이질적인 표현 및 속담이나 한국인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빈번하게 사용하는 표현이나 잘 쓰지 않는 표현 등
을 가르치면 필자와 독자 간의 소통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 14]
제 이름은 000입니다. 저는 U.P주에서 왔씁니다. 한국어를 공부한 지 3년 됐습니
다. 대학교 오기 전에도 1년 동안 한국어 배웠습니다. 저는 졸업한 후에 Chennai
에 있는 현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일할 때 태양과 비를 신경 쓰지 않아요. 한
국어를 공부할 때 저는 한국의 문화도 알 수 있어요.

 한편 [텍스트 14]에서는 학습자가 “일할 때 태양과 비를 신경 쓰지 않아요”라
고 서술하고 있는데, 인도(힌디)어 원어민 화자가 아닌 한국인 독자는 이러한 표
현을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 보통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하지애는 이러한 문제점을 상호텍스트성으로 
분석한 바 있다. 즉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개성적인 표현을 위해서는 속담이나 관
용구 등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71) 위의 사례를 통해 인도 학습자가 한국인들
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익숙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

70) T. Cimasko & M. Reichelt, Foreign Language Writing Instruction, Parlor Press,

2011, p.260.

71) 하지애,「자기소개서 쓰기 지도 요소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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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학습자에게 한국어 문화와 관용 표현 등에 대해 교육하면 이와 같은 실
수를 피할 수 있으리라 본다. 

[텍스트 15]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J대학교 한국어과에서 재학 중인 000입니다. 알라하바드에서 자라고 고등학교
까지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취미는 요가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합니다. 저는 일을 
끝낼때까지 일을 하는 것 제 장점입니다. 귀아에 체요되면 저는 열심히 하고 제사
각에 목표 이뤄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텍스트 15]에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작성자가 두 가지 실수를 하였
다. 첫째는 ‘취미는 요가입니다’의 경우 문법적으로는 맞으나 한국인과 인도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요가의 의미가 다르기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 한국에서 요
가는 보통 학원에서 가르치는 핫 요가 또는 몸 관리를 위해서 하는 요가를 가리
키며 여자들이 선호하는 운동 중 하나다. 반면 인도는 남녀노소 모두 요가를 선
호하며 요가에 명상의 의미도 함께 내재되어 있다. 양국의 요가에 대한 통상적
인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인도 학습자가 독자에게 자랑스럽게 밝힌 취미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즉 독자 측에서 문화 지식이 부족한 경우 상호 관
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사례의 두 번째 문제점은 ‘저는 일을 끝낼 때까지 일을 하는 것’이라는 표현에 
있다. 한국어에서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한다.’라고 하는 문장을 인도어로 
풀어쓰면 [텍스트 15]의 학습자가 쓴 것과 같이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낼 때까
지 그 일을 한다’고 옮겨질 수 있다. 이 경우 인도 학습자에게 인도인과 한국인
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유사한 표현과 상이한 표현을 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교육해야 한다.

[텍스트 15-1]
1. 나는 솔직하게 모든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학생이다.

2. 저는 구매자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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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역 이론   문제점 특징

담화 관계 
(참가자들 간에 

대인 관계 )

지원자로서의 필자의 위상
에 대한 인식 부족

독자의 요구, 내용과 길이
를 인식하지 못하고 완전
히 ‘나’에 대해서 만 글을 
쓴다. 

독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글쓰기 방식

독자의 특성과 배경 지식 
고려하지 않고 약자를 사
용한다.

 [텍스트 15-1]의 두 문장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생긴 
문제점이다. [텍스트 15-1]에서는 학습자의 전체 텍스트72)를 보여주지 않고 두 
가지의 사례만 표시하였다. 첫 번째에서 학습자가 말한 ‘솔직하게 모든 일을 하
고 사람이다’의 경우, 그 의도는 이해될 수 있더라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이 
문제점은 문법적으로만이 아닌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도 해명될 수 있다. 학습자
들에게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 ‘솔직하다’라는 표현을 사용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의 ‘구매자와 상호 작용’도 어휘 능
력 부족뿐 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인도의 서비스 문화는 상당히 다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에
서는 주로 서비스 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인도는 서비스 업체
만이 아닌 고객의 책임도 중요하다. 두 번째 문장을 쓴 학습자는 한국의 서비스 
문화에 대해 잘 모르기에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담화 관계 측면에서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인도 학습자로부터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필자가 독자의 요구, 자기소개서에 써야 하는 내
용, 내용의 길이, 독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한 담화 참가자들(독자와 필자) 
간에 대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도 양국 
간의 표현과 문화의 이질성을 인식하지 못한 인도 학습자가 올바르지 못한 표현
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담화 관계 차원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그 
특징을 아래 표에서 정리하였다.

72) 전체 텍스트는 [텍스트 18]과 [텍스트 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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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 미흡

학습자가 한국 문화의 이
해가 부족해서 틀린 표현
을 사용하거나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다.

 
<표9> 담화 관계 차원의 문제점과 특징

3) 담화 양식 차원의 분석
 
 담화 양식은 언어의 어떤 부분이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세 가
지, 즉 텍스트에 활용한 적절한 어휘, 텍스트의 문체, 텍스트의 성격으로 분리할 
수 있다. 다음은 담화 양식의 세 가지 차원을 바탕으로 초급 인도 한국어 학습
자의 자기소개서 텍스트를 자기소개서 양식에 적절한 어휘 활용 능력, 종결어미 
활용 능력 및 논리적 구성 능력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재영 외73)에서는 입말과 글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는 한국
어의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으로, 제2언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쓰
기 연구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어 입말의 특성
� 언어 구조를 단순하게 만든다. 복잡한 문형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한 문형을 
사용한다. 접속사 없이 단문을 병렬로 연결하거나 절이나 구의 형식을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 조사나 문장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음절이 축소될 준말의 형태가 많이 사용된
다.
ƒ 상투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일상 회화에서 빈번히 쓰이는 관용 표현이나 속
담, 숙어적 표현을 사용한다.
„ 군말을 집어넣거나, 청차와 화자 간의 상호 교접적인 행위 안에서의 시간 끌

73) 한재영 외, 『한국어 교수법』, 서울: 태학사, 2005, 99~100쪽; 한재영 외『한국어 문법

교육』, 서울: 태학사, 2008, 57~64, 73~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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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현상이 존재한다.
… 대화 참여자가 도치의 형태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

-한국어 글말의 특성
� 글말의 형태적 특성으로 조사 선택과 격조사의 생략, 관형적 조사 및 시제 
형태소가 입말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에게, 한테, 더러’ 중 ‘한테, 더
러’는 구어적 표현이고, ‘에게’는 문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글말의 문법적 특성으로 종결어미의 사용과 명사형 어미의 특성을 들 수 있
다. 예를 들어, 명사형 어미 ‘-기’, ‘-(으)ㅁ’도 구어보다 문어에서 더 활발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
ƒ 글말의 어휘적 특성으로 구어어휘와 문어어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
니지만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어휘가 존재함을 이해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한국어 글말의 특성에 대한 논의에 따라 인도 학습
자가 생산한 자기소개서 텍스트에 나타난 담화 양식 차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문어체 형식의 접속사, 구어체에서 사용되는 어휘적 특성이 문어 텍
스트에 나타나는 경우, 구어 담화의 형태가 문어체에 삽입되는 경우를 인도 학
습자가 작성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

(1) 양식에 적절한 어휘 활용 능력 부족

 자기소개서 장르와 연관된 어휘는 한국인이 쓰는 자기소개서에 가장 많이 사용
하는 단어들과 표현들이다. 인도인 고급 학습자의 경우 한국인이 사용하는 자기
소개서를 따라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소개서를 구성해도 되는데, 인도인 
중급 학습자의 경우 한국인이 자주 쓰는 어휘와 관용구를 활용하면 독자에게 좋
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진학과 취업 자기소개서는 보통 성장과정, 장단점, 미
래 포부, 학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구성에서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어휘 및 표현을 알고 있다면 기본 어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담화 양
식 차원에서 자기소개서 텍스트는 문어적이고 설득적인 텍스트이다. 텍스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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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 있게 쓰려면 적절한 어휘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인도 학습자 텍스트
에서 주로 발견되는 문제점으로 학습자들이 자기소개서에 필요한 어휘 실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꼽을 수 있다. 아래의 텍스트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
휘 지식 부족으로 인한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텍스트 16]
이름:000
대학:000(인도)
학년-2(학사)
한국말 전공 중
저는 한국말을 전공하고 있어요. 졸업한 다음에 명성 있는 한국 대기업에서 일아래
의를 바라요. 번역자와 통역자로 성실하게 일하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장학
금 받고 한국에서 제 한국말 실력을 향상하고 싶어요. 제가 기술 번역을 잘 할 수 
있어요. 그전 번역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작년에 X대학 웅변 대회에서 삼
등했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4명이고 제가 집의 막내다.

 
 [텍스트 16]에서 학습자가 잘못 쓴 어휘를 밑줄로 표시하였다. 또 보다 적절한 
‘통역사’ 대신 ‘통역자’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부적절한 어휘사용 사례를 보면 
글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담화 양식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설득적인 글을 위해서는 적절한 어휘가 큰 역할을 하므로 인도 학습자의 텍스트
에서 드러난 어휘상의 문제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텍스트 17]
저는 000입니다. 비하르 중 가야에 차라고 고등학교 때까지 비하르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J에서 한국어 학과에 학사 3학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안에 있는 
고다워리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체 취미는 체스이고 배드민턴 치기입니다. 우리 
가족은 다섯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사업가이시고 어머니는 주부이십니다. 큰 오빠는 
비하르에 일하시고 작은 오빠는 델리에 일하십니다. 저는 한국어 이외로 영어, 한디
말과 일본어도 압니다. J대학교에서 “Youth camp for asia’s future”장학금을 받
으며 한국어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TJ Park Foundation”에서 장학
금을 두 번 받았습니다. 당신 회사에 재용된다면 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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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17]의 경우 작성자는 기본적인 동사를 잘못 사용하였다. ‘비하르에서 
했습니다’ 및 ‘3학년을 하고 있습니다’에서 '공부'가 빠져있다. ‘우리 가족은 다
섯입니다’라고 썼는데 사람의 단위인 ‘명’이 생략되었다. 마지막 문장에 ‘당신’이
라는 표현은 독자를 높이는 자기소개서의 맥락에서는 어색한 표현이다. 중급 이
상 학습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 어휘 및 표현에서 발견되
는 잘못이 인사 담당자와 같은 독자에게 처음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
다. 이렇듯 담화 양식의 문제는 결국 담화 관계에도 영향 미친다.

[텍스트 18]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000입니다.
저는 마니뿔에서 왔습니다. 저는 1993년에 태오납니다.
제 고등학교는 마니뿔에 있는 000학교에서 합격했습니다.
저는 지금 탤리에 있는 J대학교에서 학사 과정 3학년입니다. 제 정공이 한국어입니
다.
저는 영어도 잘 할수 있습니다.
저는 구매자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 초급을 마쳤습니다.
제 취미는 독서과 그림 그린 것입니다.
연락:000

 [텍스트 18]에서의 기본적인 어휘 문제로 세 가지 오류가 발견된다. 먼저 ‘태어
나다'와 델리’의 철자가 틀렸으며, 마지막으로 문맥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
고 있다. 가령, '구매자와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 대신 '고객과 잘 소통할 수 
있다’가 더 자연스럽다. 이 경우는 의사소통 문맥에 부적절한 표현일 뿐만 아니
라,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한 
한재영 외(2005)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점은 문어 담화의 어휘 ‘상호 작용’과 관
련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본고에서 적용하고자하는 사용역 이론이 
담화 장, 담화 관계, 담화 양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서와 같은 문
제는 담화 관계에도 해당되고 담화 양식에도 해당된다. 담화 양식과 관련한 문
제는 글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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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19]
이름:000              아버지 이름:000
주소:000              고향:000
전화:000               이 메일:000
자격: J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2학년 학생이다. 델리에 있는 X학교에서 
졸어했다.
특별 자격: 포스코아시아 장학금을 받았다.
자기소개: 나는 J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학년 학생이다. 비하르 주에 
있는 000불리는 장소에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관리이셨다. 나는 제일 회사를 취직
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나와 회사를 위해 많은 명함을 받고 싶습니
다. 나는 솔직하게 모든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학생이다.

 [텍스트 19]의 경우 ‘장소’라는 표현 대신 ‘곳’이 보다 자연스럽다. 또 자신의 
아버지를 ‘관리 담당자’로 표현하는 대신 ‘관리’라고 표기했다. 마지막 문장 “나
는 나와 회사를 위해 많은 명함을 받고 싶습니다”는 문장이 어색할 뿐만 아니라 
인도인 지원자가 ‘담당자의 명함을 받고 싶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마지막의 ‘솔직하게 모든 일을 하고’라고 쓴 부분도 ‘열심히 일을 한다’고 썼으
면 더욱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위 네 개의 텍스트에서 기본 어휘 문제를 찾아냈다. 그 외에 학습자들이 ‘이러
한, 또한, 물론, 이에’ 같은 어휘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나’와 ‘저’, 
‘제’도 섞어서 사용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인도 학습자는 자기소개서에 
필요한 어휘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언제 ‘나’를 써야 하고 언제 ‘저는’ 혹
은 ‘제’를 사용해야 하는지와 같은 용법 및 문장 구성력에 관한 교육 또한 필요
로 하고 있다.
 이외에 학습자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대명사를 지나치게 빈번하게 사용
하였다. 보통 ‘저는 ~입니다’라고 쓰는 첫 문장의 경우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불
필요하게 대명사를 쓰는 것보다 ‘J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3학년생 ~입니
다’라고 쓰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저’, ‘제가’, ‘저의’, 
‘귀사’와 같은 말의 지나친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자기소개서를 읽는 담당자는 
누가 이 글을 썼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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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결어미 활용 능력 부족

 한국어의 특징은 6가지의 종결 어미이고 맥락에 따라 경어의 사용법도 다르다. 
힌디어는 이러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인도 학습자가 경어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
을 느낀다. 한국어에서는 경어의 사용이 인도어와 많이 다르기에 인도 학습자가 
한국어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해라체, 해요체와 합쇼체를 동시에 쓴 사례들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수집된 사례들 중에서 문단 형식으로 작성된 텍스트들을 중
심으로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아래 3개의 텍스트를 통해서 인도 
학습자가 종결 어미를 잘못 사용하여 소통에 지장을 주는 사례들을 검토해보겠
다. 

[텍스트 20] 
저는 한국말을 전공하고 있어요. 졸업한 다음에 명성 있는 한국 대기업에서 일아래
의를 바라요. 번역자와 통역자로 성실하게 일하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장학
금 받고 한국에서 제 한국말 실력을 향상하고 싶어요. 제가 기술 번역을 잘 할 수 
있어요. 그전 번역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작년에 X대학 웅변 대회에서 삼
등했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4명이고 제가 집의 막내다.

 [텍스트 20]의 밑줄 부분을 보면 이 학습자가 주로 해요체 종결 어미를 쓰다가 
마지막에 해라체 종결 어미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 텍
스트에서 학습자가 쓴 해요체를 미루어 보건대, 학습자는 공식적인 글을 쓰는 
방식을 모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텍스트 21] 
저는 000입니다. 비하르에서 왔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비하르에서 했습니다. 지금
은 J에서 한국어 학과에 학사 3학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여섯입니다. J대학
교에서 “Youth camp for asia’s future”장학금을 받고 한국 갔습니다. 그리고 포
스코 “Posco”에서도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텍스트 21]에서는 해요체와 합쇼체의 평서문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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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한국어에서 공적인 글을 쓸 때 하오체, 하게체, 반말체, 해라체 등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학습자가 합쇼체 종결 어미를 쓰
는 이유는 인도 대학교의 한국어 교재에 합쇼체가 주로 나오기 때문이다. 학습
자는 책에 나온 종결 어미를 따라하면 글 쓸 때 종결 어미에 관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음을 것을 알 수 있다. 이 학습자는 대체로 적절한 종결 어미를 
썼으며 단 한 군데에만 해요체를 사용했다. 합쇼체 종결 어미로 자기소개서를 
써야 한다는 점을 교육한다면 담화 양식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
다.

[텍스트 22]
나는 J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이학년 학생이다. 비하르 주에 있는 000
불리는 장소에서 왔습니다. J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2학년 학생이다. 델
리에 있는 X학교에서 졸어했다. 저는 포스코아시아 장학금을 받았다.  나는 제일 
회사를 취직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텍스트 22]에도 해라체와 합쇼체 종결 어미를 사용했다. 이 텍스트에서 학습자
는 여섯 문장 중 두 문장에서 합쇼체를 썼고 네 문장에서 해라체를 썼다. 할리
데이는 담화 양식의 성격 중 하나로 해당 담화가 문어체인지 구어체인지를 거론
한다. 문어체 혹은 구어체에 따라 문장 끝부분에 변화가 주어지지 않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문장의 종결어미를 포함한 형태 변화를 갖는다.
 위에 제시된 사례들을 분석하면 인도 학습자가 자기 소개서에 합쇼체, 해요체
와 해라체 종결어미를 주로 활용함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 가장 많이 사
용된 종결 어미는 합쇼체다. 그 이유는 위에서 말하였듯이 학습자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책에 주로 합쇼체 종결 어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독자와 글로 의사
소통을 할 때 글쓴이는 격식을 벗어난 문체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그러한 문체
를 쓰면 문장의 의미가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글쓴이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드
러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글을 쓸 때 어떤 유형
의 격식체들로 문장을 끝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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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리적 구성 능력 부족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독자에게 체계적으로 쓰지 못할 경우 문장과 문단 
연결이 잘 안 되고 비논리적인 글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력서 외에 자기소개
서 형식으로 쓴 인도 학습자의 글도 수집하였는데, 그러한 글들 중에서는 텍스
트 양식 차원에서 비논리적인 문장과 문단 연결을 수행한 경우가 흔했다. 그러
한 비논리적인 문장과 문단 연결은 언어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인 결속 구조
(cohesion)와 결속성(coherence)의 차원에서 분석해볼 수 있다. 보그랑데에 의
하면 텍스트성의 첫 번째 기준은 결속 구조이며, 이는 텍스트 표층의 구성 요소
들, 즉 우리가 보고 듣는 실제 단어들이 하나의 연쇄 속에서 상호 연관 짓는 방
식에 관여한다.74) 두 번째 기준은 결속성이다. 텍스트의 세계 즉, 표층 텍스트의 
기저에 깔려 있는 각 개념과 그들 관계의 구성체의 구성 성분들이 상호 수용 가
능하고 적합성을 띠도록 하는 방식에 관여한다. 결속성은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의 연결을 의미하고, 결속성 또는 결속 구조는 문장에서 아이디어들의 연결을 
의미한다. 결속성은 쓰기 측면에서의 “문법”에도 초점을 두는데, 본고에서는 문
법 부분을 다루지는 않는다.
 글에서 결속성과 결속 구조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다음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또한 글의 전개가 조리 있게 되어 설득력이 생
기며 독자의 이해속도를 높인다. 따라서 학습자는 자신이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잘 알아야 하는 동시에 정확한 문법과 어휘 지식을 갖추어야 한
다. 그렇지 않을 경우 비논리적 문장과 문단 때문에 설득성이 약해질 수 있다. 
결속 구조와 결속성은 할리데이가 말하는 담화 양식과 관련이 있다. 담화 양식
의 여러 차원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하였기에 이 절에서는 인도 학습자의 텍스
트를 통해서 담화 양식 차원에서의 ‘설득’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겠다. 

[텍스트 23]
 제 이름은 000입니다. 저는 서쪽 벵갈 주에서 왔습니다. 저는 인도사람입니다. 저는 

J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학년 학생입니다. 여기에 온기 전에 고향에서 고

74) R.D. Beaugrande & W.U. Dressler,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London;

New York: Longman, 1981, p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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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을 다녔습니다. 저는 코이나 기숙에 삽니다. 제 아버지는 은행원이 있습니다 그
리고 제 어머니는 주부 있습니다. 제 가족이 모든 일곱입니다. 제 오빠는 두 명 있
습니다 그리고 제 언니는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제 오
빠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언니는 대학교에 다닙니다. 제 어머니는 예쁘고 

키가 큽니다. 저는 음악을 듣은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음식을 요리합니다. 

 [텍스트 23]에서 학습자는 거의 모든 문장마다 ‘제’와 ‘저는’을 과도하게 사용하
였다. 이러한 경우 학습자에게 연결 어미의 사용법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학
습자가 반복해서 ‘제’와 ‘저는’ 쓰는 이유는 인도어에서 한국어와 달리 제와 저
(주어)를 필요할 때마다 쓰기 때문이다. 한국인 독자의 관점에서 보면 ‘제’ 와 
‘저는’으로 시작하는 문장들 간의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
 
[텍스트 24]

제 이름은 000. 저는 000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닙니다. 전공이 한국어입니다. 
영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힌디도 잘 알아요, 취미가 소설을 읽은 것입니다. 화랑과 
음악이 좋아합니다. 졸업한 후에 대사관에서 통역사가를 되고 싶습니다. 제 나이가 
스물세입니다. 이제 J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재미있고 
영화가 좋아해서 처음에 한국어를 공부아래의러 정합니다.
전화번호:000
주소:000
이메일:000 

 [텍스트 24]를 쓴 학습자는 텍스트의 연결 어미를 사용하는 능력이 상당히 부
족해 보인다. 텍스트 초반에 학습자가 ‘전공이 한국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이 
전공을 언제 공부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대목의 
경우 이 문장을 좀 더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 ‘중학교 때부터 영어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한다’는 식으로) 연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문
장에 ‘힌디어도 잘 알아요’라고 쓴 경우 앞의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하여 ‘영어
와 힌디어를 잘한다’라고 썼으면 더욱 자연스러울 것이다. 작성자는 이 글에서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한 문장에 같이 묶는 대신 언어 능력과 취미 생활을 한 
문장으로 묶는 실수를 범했다. [텍스트 23]의 학습자는 연결 어미 측면에서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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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의 문장들을 잘 연결시키지 않았고,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구사하며 
정보 전달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끝으로 학습자는 ‘한국 문화가 재미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표현은 학습
자가 한국어 교과서에서 배운 표현이다. 학습자는 한국 문화가 재미있었고 한국 
영화를 좋아했기에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다고 서술했는데, 왜 한국 문화가 재
미있는지, 어떤 면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좋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 단순히 한국 문화가 재미있다는 식의 진술은 글에 논리적인 성격을 부여
하지 못한다. 만약 학습자가 ‘저는 한국 영화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
작했고, 공부하면 할수록 한국 문화도 좋아지게 되었다’라고 기술했다면 글에 논
리를 부여하면서 결속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텍스트 25]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000입니다. 저는 J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졸업한 후에 한국 회사에 취직하려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는 저는 
한국 사람들랑 한국어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1년 반 한국어를 할 겁니다. 저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한국 대사관에도 취직 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
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저는 J대학교에 싸쁘라 기숙에서 삽니다. 우리 부모님은 고향에 계시고 우리 
오빠와 언니는 델리에 삽니다. 저는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합니다.
제 취미는 음악을 듣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다 장르 음악을 좋아하지만 슬픈 
음악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배트민든을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저는 배트민든을 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취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
사에 취직하면 열심히 일아래의로 했습니다.
이름:000
주소:000
전화번호:000

 [텍스트 25]에서는 학습자가 교과서에서 배운 표현인 ‘저는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취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에 취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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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기로 했습니다’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다. 효과적으로 작성된 자기
소개서라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만약 이 학습
자가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많이 좋아해 어디든지 가서 일
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해주고 사랑스러운 환경을 만들어 일을 할 
자신이 있다’라고 썼다면 자신의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 효과적인 표현이 되었을 
것이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없으나, 앞 문
장과 뒤 문장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설득적인 글이 되고 담화 차원의 양식 문
제가 없어진다.
 또한 간단한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오류도 많다. 난이도가 높지 않은, 흔히 쓰는 
말의 맞춤법을 틀리면 지원자의 실력이 의심받게 된다. 여기에서 인도 학습자는 
한 두 문단에 단순하게 ‘성장 과정’, ‘취미’, ‘학력’, ‘장래 포부’, ‘지원 동기’, 
‘한국어 공부하는 이유’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문단이나 단위별로 자기소개서를 
분리하지 않으면 텍스트의 양식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텍스트 24번에서 
학습자는 먼저 자기 이름을 소개하고 현재 학력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뒤
이어 장래 포부에 대해 서술하고, 갑작스럽게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 후 다시 장래 포부에 관한 글을 쓰고 다음 문장에 가족을 
소개한다. 그리고 끝으로 단순하게 자신의 취미에 대해 서술하고 맨 마지막에서
는 반복해서 취직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글의 앞뒤가 맞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학습자가 자기소개서를 작성
할 때 쓰고자 하는 부분을 문단별로 분리하지 못하면서 글의 결속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카플란(Kaplan)75)에 따르면 모든 언어와 문화에는 특정한 문
단 형식이 있다. 카플란은 그 문단 형식을 익히는 것을 논리를 배우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도 학습자는 모국어 화자들이 쓰는 문단 형식에 익숙하지 않다. 문화
와 언어마다 글쓰기 방식이 다르므로, 제2 언어 학습자가 글을 통해 자기 자신
을 표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학습자가 본인의 모국어로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도 외국어 작문의 결속성, 표현 방법과 문단 형식이 학습
자의 모국어의 그것과 다르면 작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본고에서는 한글로 설득
력 있는 자기 소개서를 쓰는 법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제2 언어 외국어 학습

75) R. B. Kaplan, Language Learning, University of Michigan, 1966,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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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역 이론   문제점 특징

담화 양식
(언어의 어떤 부분이 

사용되고 있는가)

자기소개서 장르에 대한 
적합한 어휘 능력 부족

철자 실수, 부적절한 어휘 
사용, 접속사 사용 미숙

문어적 의사소통 상
황에 어긋나는 문체 사용

격식체 문제 즉 합쇼체, 
해요체와 해라체를 한 문
단에 섞어서 쓰는 경우

비논리적인 문장, 문단 연결 

결속구조와 결속성 문제 
발생. 비슷한 내용 한 문
장에 잘 안 묶으며 문장
연결의 논리부족

자/작성자는 어떻게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는지와 같은 한국말 자기소개 작문
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지식 기술을 갖춰야 한다. 
 인도 학습자에게 자기소개를 가르치기 전 문장들 간의 일관성을 어떻게 강조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문장 사이에 어떤 접속사를 사용할 것인지를 교육한다면 
담화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에게 어휘와 문법에 대한 교육
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담화 양식 차원의 측면에서 인도 학습자의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세 가지 문제
점이 나타났다. 이 중 결속구조와 결속성 고려 능력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를 담
화 장과 담화 관계에서 분석하였다. 다음 표에서 인도학습자들이 쓴 텍스트의 
담화 양식 차원의 측면에서 생긴 문제점과 특징을 정리해보겠다.

<표10> 담화 양식 차원의 문제점과 특징

 이상 인도인 중급 학습자의 91개 텍스트를 분석하여 세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
였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도 학습자에게 기본
적인 글쓰기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가장 처음에 글쓰기란 무엇이며 글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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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자기소개서는 어떤 관계인지, 한국인들이 어떤 형식에 입각하여 자기소개
서를 쓰는지 등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한국인의 글쓰기에 나타난 기본 표현, 어
휘, 주요점이 무엇인지, 그러한 표현이 인도 문화와 한국 문화에서는 어떤 차이
를 갖는 의미로 통용되는지 등을 가르칠 때 인도 학습자는 보다 효율적으로 자
기소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글쓰기 교육을 통해 인도 학습
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어휘와 문법 오류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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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인도 학습자를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의 실천

 앞서 인도 학습자가 자기소개서를 교육받기 전 작성한 자기소개서 텍스트를 분
석했다. 분석 결과, 인도 학습자의 자기소개서는 자기표현 문화의 부재로 인해 
자기 소개서 장르를 잘 인식하지 못했고, 독자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
도 부족했으며, 담화 양식에 적절한 문체나 어휘, 구성 능력도 미흡하였다. 인도
인 학습자들의 이러한 결핍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어 글쓰기 및 자기소개 쓰
기의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글쓰기 교육의 및 방법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먼저 인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쓰기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기술하
고, 학습자가 교육을 받은 후 작성한 자기소개 텍스트를 분석하여 교육적 효용
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끝으로 글쓰기 평가, 제한점, 결과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1.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의 내용

1) 담화 장 차원의 교육 내용

 자기소개서 쓰기의 장르적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우선 학습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담화 장)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앞서 학습자의 텍스트를 분석하였듯이 인도 학습자는 자기소개서
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지만, 왜 글로써 자기를 소개해야 하는
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표현과 자기소개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기소개서라는 담화의 
장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써 첫째, 자기표현 능력의 필요성, 둘째, 자기소개서의 
개념 및 특징, 셋째, 자기소개서를 통한 글쓰기 목표 향상을 삼아 교육을 진행하
였다. 이 세 가지의 교육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인도 학습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
고 있는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담화 장의 문제를 인식하여 그에 맞
는 쓰기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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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서 쓰기와 자기표현 쓰기의 이해

  타인과 제대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개인은 자신이 의도한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남에게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전략과 기술을 갖출 필요가 있
다. 인도 학습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자기표현 글쓰기를 배우지 않고 있으며, 
이의 영향으로 인도 학습자는 자기표현 글쓰기 능력의 필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
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내용이 바로 자기표현적인 
행동이 무엇이며 자기표현 글쓰기 능력이 왜 필요하고 자기소개서 글쓰기가 어
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연구자는 먼저 인도 학습자에게 자기표현 행동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회적 소
통의 측면, 개인의 관심사 공유의 측면, 감정의 소통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하였
다. 먼저 개인의 사회적 소통의 측면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피할 수 없는 
소통 국문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다. 즉, 이해(利害)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개개
인이 서로 손해를 보지 않으며 평등 균형 이득을 취할 수 있기 위해서, 평화적
으로는 협동과 화합을 통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표현을 할 필요가 있으며 성공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기술
적인 자기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접근방식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소
한 일조차도 타협을 통해 진행하는 인도인들의 생활 습관에 기인하여 학습자들
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개인의 관심사 공유의 측면과 감정의 소통 측면은 취업용 자기소개서나 
진학용 자기소개서를 아직 미래의 일로 치부하는 일부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들은 대부분이 청소년기
에서 막 벗어난 시기라는 점에 착안, 학습자 대부분이 사회적으로는 성인으로서 
일종의 자기 선택의 권리를 가지지만 아직은 부모님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설명하여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가 충만하다는 점에 
맞추어 자기표현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이와 같은 세 측면의 접근은 
학습자들이 현재적으로나 미래적으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받아
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전략적이고 기술적으로 소통을 해야 공동체의 선을 추구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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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현 글쓰기의 특징 자기소개서의 특징

공적이면서도 사적인 글쓰기 공적인 글쓰기
자기표현을 통해 자신을 성찰함 자기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됨.

자신을 홍보하는 글이 아님
취업 및 진학용은 자신을 홍보하는 

글임.
자유로운 틀 안에 개인의 감정을 드러냄. 정해진 틀 안에서 개인의 요구와 꿈을 씀.

개인과 타인의 관계를 조정함. 독자의 요구에 맞춰 글을 씀.
독자가 타인일수도 있고 본인일 수도 

있음.
독자가 늘 타인임.

도록 하여, 최종적으로는 자기표현으로서의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한 학습 동기
를 고취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것은 학습자들이 받아들인 ‘자기표현’과 자기소개서 쓰기의 관
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자기표현과 자기소개서의 차이를 아래 표와 같
이 자기표현 글쓰기와 자기소개서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였다. 

<표11> 자기표현 글쓰기와 자기소개서의 특징

 자기소개서와 자기표현 글쓰기의 기본 차이점은 독자이다. 자기소개서 독자의 
경우 입사 혹은 입학 담당자인데, 자기표현 글쓰기의 경우 독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타인일 수도 있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홍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자기
표현 글쓰기는 그렇지 않다. 자기소개서는 독자가 글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자기표현 글쓰기와 같이 개인의 감정을 자유롭게 나타내는 대신 늘 독자가 요구
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 이러한 특징 교육은 이후 이어지는 자기소개서의 장르
적 특성을 가르치고 익히게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실위야(Silvia)76)는 모국어로 글을 잘 쓰는 학생이 제2 언어로는 글을 잘 못 쓰
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모국어와 제2 언어의 차이는 물론 쓰

76) T. Silvia, TESOL Quarterly: Towards an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 Nature
of L2 Writers, V 27(4),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Inc. Press, 1993, p.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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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교육 환경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인도 
학습자가 처음부터 독자 수준에 맞추기 위해 글을 쓰면 독립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유창성과 정확성 또한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작문교육 시에는 
학습자들이 독립적으로 자기 생각을 쓰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돌네이
(Dornyei)는 격려와 동기부여가 제2 언어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인도 학습자가 쓴 대부분의 자기소개서는 비슷하다. 이는 학습자가 자기소개서
에 대한 장르 인식을 미흡하게 하기 때문이고 글쓰기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학습자의 실력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한국어 교
사가 교실 환경을 적절하게 만들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인도 학습자
가 쓴 자기소개서의 수준이 아무리 낮아도 학습자들이 표절 없이 독립적으로 자
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차후 학
습자의 대학 학습 시 작문 표절을 피할 수 있고, 창의적인 글쓰기 습관을 키울 
수 있다.
 홈스테드와 톨선(Homstad & Thorson)77)은 제2 언어 쓰기 교실에서 여러 가
지 유형의 쓰기 과제를 꾸준히 부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매주 작성하는 일
기가 될 수도 있고, 취업과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일 수도 있다. 이 
쓰기 과제는 블로그 쓰기를 통해 재미있게 어우러질 수 있다. 이틀 이내에 학습
자 한 명이 개인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고 그에 대해 설명하든지, 감정이나 사회
적인 문제, 고향 등 다양한 자유로운 주제로 글을 올리고 동기들이 그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 것이다. 수업시간에는 블로그에 올린 글과 코멘트에 대해 교사가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2) 자기소개서의 목표와 장르적 특징 이해

  가) 자기소개의 목표에 대한 인식 
         
 인도 학습자의 자기소개서의 목적은 취업과 진학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과
정에서 글쓰기라는 목표가 자기소개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교육하였다. 

77) T. Homstad & H. Thorson, Writing Across Languages, Stamford, CT: Ablex
Publisher, 2000, pp.14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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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학습자는 자기소개서의 목적(취업과 진학)을 잘 인식하고 있는 반면, 글로 
쓰는 자기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인도 학습자는 단
순히 이력서처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대기업과 대학교가 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이는 인도에서 한국과 달리 취업 때 하는 심사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기소
개서를 통해 학습자는 ‘자기표현과 글쓰기 능력’,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지’, ‘자기 성격의 장단점’, ‘ 훗날 어떤 연구할 것인
지’, ‘업적, 경력, 학력에 대한 서술’과 같은 요소를 작성한다. 인도 학습자는 이
러한 요소들을 충실히 서술할 때 입사 담당자에게 ‘난 누구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이 회사를 왜 선택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지도를 받았다. 또한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원자가 독자의 요구에 따라 최대한 정확한 자신의 모습을 
많이 알리도록 노력해야하는 점과 한국에서 진학과 취업 때 심사가 자기소개서
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교육하였다. 
 이에 덧붙여 학습자들에게 안내한 것은 자기소개서 제출 이후 이루어지는 면접 
전형에 대한 안내이다. 면접은 취업과 진학을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면접은 즉시적인 질문과 대답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어 의사소통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사실상 많은 취업 준비생 또는 
진학 입시 준비생들은 예상 질문에 맞추어 미리 답안을 구성하여 준비한다. 실
제 수행 형태는 구어이지만 준비 과정에는 문어적인 과정, 즉 자기 소개서 작성
과 유사한 과정이 수반되는 것이다. 또한, 면접의 질문 중 일부는 응시생들이 제
출한 자기소개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교사
는 인도 학습자에게 자기소개서가 면접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
리고 그에 맞추어서 자기소개서에 이어질 질문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도록 교
육하였다. 이런 교육을 인도 학습자에게 한국 회사나 학교뿐만 아니라 인도 내 
취업과 진학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나) 자기소개서의 장르적 특징

 인도 학습자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겪었던 가장 큰 문제는 자기소개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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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사전 교육 없이 자기소개서
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고 최초반응으로 ‘뭐라고 써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제기
되었다. 교사가 인도 학습자에게 설명 형식으로,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만큼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50%의 학습자가 자기소개서가 아
닌 이력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먼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의 차이점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로 작성하는 취업·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는 일정한 항목에 맞추어 지원
자가 자신을 소개하는 설명의 방식을 가진다. 반면 이력서는 이름, 주소, 학력, 
경력, 성, 추천 등을 요약적으로 쓰는 글에 가깝다. Ⅱ장 2절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자기소개서의 구성 요소는 대부분이 성장배경, 지원동기, 입
사 후 포부,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의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 역
시 이를 모태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자기소개서에서 나타난 중요한 항목의 6가
지를 중심으로 교육시켰다. 이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세부 항목에 따라 구조화
하여 구성하는 것이 학습자들이 자기소개서 쓰기 전략 및 표현을 이해하는 데 
보다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취업용이든 진학용이든 대부분의 자기 소개서가 이
미 세부 항목에 맞춰 내용을 쓰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러한 세부 항목에 맞춘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즉, 
세부 항목에 따른 쓰기는 교육적 효과성과 교육의 실용적인 측면을 모두 충족시
킨다. 
  이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한 자기소개서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장 배경의 구조와 내용: 성장 과정에는 부모님의 직업, 모습, 교육관이나 집안
의 환경이 지원자에게 준 영향, 특별한 경험 등을 서
술한다.

- 지원 동기의 구조와 내용: 이 항목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나 직무에 관한 정
보를 언급하며 회사와 직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지원자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이기에 지원했다고 
서술한다. 그리고 지원한 회사의 업무를 하기 위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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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된 지원자 자신의 모습을 서술하고 지원 의사를 밝
히는 내용을 가르쳤다.

-입사 후 포부의 구조와 내용: 지원자가 입사 후 각오를 서술하는 것을 중심으로 
회사의 인재상에 지원자 자신이 적합하다고 서술하거
나, 부족하지만 잠재력을 가진 지원자 자신을 드러내
는 전략과 미래의 비전 등을 서술하는 방법을 교육했
다.

-성격의 장단점의 구조와 내용: 성격의 장단점을 모두 서술하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언급하고, 장점은 회사 입사 후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밝히는 것을 가르쳤다.

-특기 및 능력과 사회경험의 구조와 내용: 특기 및 능력은 지원자가 자신의 특기
나 능력을 즉 컴퓨터, 외국어구사 능력 등의 자격을 
언급한다. 

-사회경험의 구조와 내용: 이는 성장배경의 구조와 유사한데 봉사, 해외경험, 아르
바이트, 동아리 활동 등의 경험을 서술하고 이는 이후 
회사 입사 시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밝혀야 한다고 가
르쳤다.

  이 여섯 가지를 인도 학습자에게 가르치면 부차적으로도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 학습자가 스스로를 보다 세밀하게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 학습자가 특정 독자와 맥락에 맞게 서술 내용을 구
성하고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서 학습자가 다른 
사람과 소통 국면에서 대화 상대자의 의도, 희망, 포부, 꿈, 성장 배경, 성격 등 
다양한 방면에 맞추어 사회적 대화를 충실히 나눌 수 있을 것이다.

2) 담화 관계 차원의 교육 내용

 담화 관계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소통에 참여하는 참여자간의 대인 관계를 말한
다. 즉, 자기소개서 텍스트의 참여자는 필자와 독자이다. 따라서 필자와 독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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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인 관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자기소개서 텍스트의 담화 관계 측면에
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도 학습자가 담화 관계 측면에서 겪었던 문제는 지원
자로서 필자의 위치에 대한 인식 부족, 독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글쓰기 방
식,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 미흡 등이었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즉 독자와 필자의 관계 정립과 한국어 글쓰기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의 이해의 교육을 통해서 극복할 것이다. 독자와 필자의 관계 
정립에서는 필자가 독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독자에게 필자를 이해시키는 데 중
점을 두었다. 사회문화적 맥락의 이해를 위해서 인도 학습자의 잘못된 한국어 
표현 및 해당 표현에 연결된 한국문화에 대해 교육하였다. 다음은 담화 관계 차
원의 교육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겠다. 

(1) 독자와 필자의 관점 이해

 인도 학습자는 자신과 독자의 관점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자신과 독자 사이의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꼈다. 따라서 학습자와 독자의 
관계 조정에서 학습자가 자신과 독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이
를 위해서 먼저 독자와 학습자의 관점을 파악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서로 
연관이 되도록 연결해야 한다. 김성숙의 논의에 따르면 자기소개서는 특정 독자
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는 글이므로 필자가 독자의 요구를 잘 이해
하지 않으면 자기소개서에 적합한 내용을 생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기소개서 
글쓴이가 누구를 대상으로 자신을 소개할 것인지, 구체적인 독자를 설정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하였다.78) 이를 위해서 다음으로 독자의 관점과 학습자의 관점 
이해하기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살피겠다. 

  가) 독자의 관점 이해

 교사는 독자를 고려하지 않고 서술한 학습자 텍스트를 골라 다음과 같은 설명
을 제공하였다. 먼저 ‘저는 U.P.에서 왔습니다’ 와 같은 문장을 읽을 때 인도를 

78) 김성숙, 앞의 논문 주석 11번 7쪽, 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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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무엇을 방법 결과

성장 과정
학생 시절,
자란 과정 성장 과정, 

장단점, 취미, 
특기를 통해 

‘나’를 발견한다.

‘나’를 발견해 
성장 과정과 

직무/학업 수행 
능력과 관계 

맺기

성격, 취미, 
장단점

성격의 장단점, 
취미 및 특기

지원 동기, 
미래 포부

해당 기업 또는 
학교에 지원한 
동기 및 포부

과거의 ‘나’를 
발견해 현재와 

미래와 연결해서 
현재와 미래의 

‘나’를 발견한다.

과거의 경험들과 
현재 지원하게 
되는 동기와 
관계 맺기

잘 아는 사람이 아닌 이상 독자는 U.P.의 뜻과 위치를 알 수 없음을 설명하고, 
독자의 요구를 고려하는 글쓰기가 필요함을 한국 사람들이 쓴 자기소개서(부록 
Ⅲ)를 통해 이해시킨다. 교사가 인도 학습자에게 자기소개서 텍스트의 특성, 기
업체/대학교의 요구 내용 그리고 요구 사항을 제시할 때 역시 독자의 입장을 고
려하도록 계속 유도해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가 독자라면 지원자에게 어떤 내
용을 기대하나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학습자가 독자의 관점을 자각할 수 있게 
한다.

  나) 학습자의 관점 이해

 교사는 학습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특징
을 지니고 있나요? 그리고 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통해 기업/대학교 등에 적
합한 인물임을 증명할 수 있나요?” 이러한 발문을 통해 교사는 학습자에게 계속 
‘나’에 대해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사는 구체적으로 아래 표를 
참조하면서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특기, 지원 동기, 미래 포부 또는 훗날 계
획에 따라 학습자에게 질문을 한다.

<표12> 학습자의 관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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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명확한 목표 독자를 설정하고 학습자가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회상해볼 
수 있다. 성장 과정의 예를 들면, 교사는 인도 학습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내’가 어디서, 언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살았나요?”, 
“‘나’의 이런 성장 과정이 직무 수행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 단계를 진행하
기 전에 인도 학습자는 지원하려는 기업체 및 대학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찾도
록 노력해야 한다.

(2) 한국어 글쓰기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의 이해

  한국어 글쓰기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시키기 위해 사례들을 제시하는 방
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다. 교사는 인도 학습자가 작성한 텍스트 중 사회 문화 맥
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골라낸 후, 학생들에게 '일을 할 때 태양과 비를 신경 
쓰지 않아요.'와 같은 문장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질문하였
다. 그 후 교사는 학습자에게 한국 날씨에 대해 설명하고 날씨에 관한 관용적 
표현, 예를 들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에 대해 가르쳤다. 마찬가지로 인도 학습
자가 작성한 문장 중 하나인 ‘큰 심장으로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노동자처럼 
일을 하고 싶다'와 같은 표현은 문화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학생들에게 질
문하였다. 이와 같이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해 노력하였으나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학습자들은 적절한 답
을 찾지 못하였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인도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만 일하면 열
심히 일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한국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밤새도
록 일을 해야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수미는 외국인 대상 한국어 글쓰기 교육에서 한국어 교사는 한국인의 담화공
동체가 약속한 텍스트의 규칙성을 발견해 이를 어긴 학습자 텍스트를 교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의 사회문화적 
지식을 학습하는 것은 글쓰기에 중요한 일이라고 하였다.79)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적인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자기소개서 쓰기를 통해 한국 사회의 

79) 이수미, 「텍스트성에 기반한 한국어 쓰기 교육 방법 연구- 자기 표현적 쓰기 텍스트

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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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무엇을 방법 결과

장단점, 취미, 
성격

성격의 장단점, 
취미, 특기

한국 모어 화자들
이 인도 문화의 특
성과 다르게 작성
하는 부분을 설명
하고, 모어 화자답
게 성격, 장단점, 
특기, 사회 활동, 
성장 과정, 학창 시
절, 지원 동기, 미
래 포부를 서술한
다. 

성장 과정, 
직 무 / 학 업 
수행 능력, 
과거의 경험
들과 지원 동
기를 모어 화
자답게 작성
한다.

개 인 
경험

학창 시절
사회 활동 학교생활, 사회 

활동,자란 배경
성장 과정

지원 동기, 미래 
포부

학교나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
기, 훗날 할 일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아래 표를 참조하면서 
한국 모어 화자들의 자기소개서 쓰기 문장에 나타난 한국의 문화적 측면을 지적
하고 글쓰기에 적용하라고 가르쳤다.

<표13> 사회 문화 맥락과 관계 맺기

3) 담화 양식 차원의 교육 내용

  담화 양식은 ‘언어의 어떤 부분이 사용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자기소개
서 텍스트 언어에 사용되는 두 가지 요소는 설득성과 문어체 양식이다. 글을 설
득력 있게 작성하기 위해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야 하고, 문어체 양식으로 표현
하기 위해 한국인이 자주 쓰는 격식체와 필요한 어휘를 습득해야 한다. 이에 따
라 인도 학습자에게 적절한 어휘 선택을 위한 ‘한국인이 자기소개서에 사용하는 
어휘 교육’, ‘문어체 형식의 자기소개서의 구조 및 전략’, 설득적인 글의 작성을 
위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자기소개서 구성법’을 교육하였다. 그리고 담화 양식 
차원의 이 세 가지의 교육 내용이 자기소개서 텍스트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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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무엇을 방법 결과

장단점, 취미, 
성격

성격의 장단점, 취
미, 특기 한국어 자기

소개서의 코
퍼스 통계 분
석 결과에 따
른 고빈도 어
휘 교육시키
기 

성장 과정, 
직무/학업 수
행 능력, 과
거의 경험들
과 현재 지원
하게 되는 동
기를 서술할 
때 어휘 문법
적 형태와 기
능과의 관계 
맺기

학교생활, 사회 활
동, 자란 배경

개 인 
경험

학창 시절
사회 활동

성장 과정

지원 동기, 미래 
포부

학교나 회사에 지원
하게 된 동기, 훗날 
할 일

에 대해 습득시킬 것이다. 

(1) 어휘 사용 교육

 교사는 먼저 학습자에게 “자기소개서나 일반적인 글을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되
나요?”라고 질문한다. 그 후 어디에 ‘제’, ‘내’ 그리고 '귀하'를 써야 하는지 학습
자들에게 교육한다. 그리고 연결 어미, 의지와 능력 등은 어떤 어휘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학습자가 답을 모르는 경우 모어 화자들이 쓴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여 답을 유도한다. 교사는 다음 표를 참조하면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자
기소개서에 고빈도로 등장한 어휘에 대하여 교육을 수행한다.

<표14> 어휘 교육 내용

 한국어 모어 화자의 쓴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을 다음과 같다.80) 다

80) 하승현, 「한국어 자기소개서의 장르 분석 및 장르 중심 접근법을 활용한 쓰기교

육」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170~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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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은 형태를 중심으로 표현 연습을 한 후 자기 소개서 쓰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능력과 가능성’은 ‘동사+-(으)ㄹ 수 있다’의 형태로 많이 나타났다.
-‘의지’는 ‘이다’는 동사+(으)ㄹ 것이다‘의 형태로 많이 나타났다.
-‘상황의 변화’는 ‘되다’, ‘-게 되다’의 형태로 나타났다.
-‘동작의 진행 또는 계속’은 ‘동사+-고 있다’의 형태로도 많이 나타났다.

(2) 문체 사용 교육

 앞서 인도 학습자의 텍스트를 분석할 때 나타난 문제점 중 하나는 학습자들이 
해요체, 합쇼체, 해라체의 격식체를 일관성 없이 섞어서 사용한 점이다. 이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한국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의 텍스트를 참고하
여 교육하였다. 인도 학습자의 한국어 교과서에 실린 대부분의 한글 텍스트들은 
합쇼체 격식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교육을 비교적 수월하게 했다.

(3) 장르에 필요한 논리 구축
                
 인도 학습자가 작성한 자기소개서 텍스트가 논리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다. 첫째, 내용이 비슷한 문장을 내용이 다른 문장과 섞어서 쓴다. 즉 자기
소개서를 항목별, 즉 성장과정, 학력, 경력 등을 분류하여 쓰지 않고 여러 항목
이 분류기준이 없이 뒤섞였다. 둘째, 연결어미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에 문장끼
리의 연결이 미약하여 텍스트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어 자기소개서의 코퍼스 통계 분석 결과에 
나타난 어휘 문법적 형태와 기능의 관계를 파악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문장 간, 혹은 문장 내의 적절한 의미 연결을 위해 ‘이러한, 또한, 물론, 
이에’ 등의 어휘를 써야 한다고 교육하였다. 이어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한국 사람
들이 자주 쓰는 여섯 가지의 구조로 나눠서 내용을 작성하면 더욱 설득력 있는 
글이 된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본 절에서 가르친 내용을 아래 있는 표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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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언제 무엇을 방법 결과

장단점, 취미, 성격
성격의 장단
점, 취미, 특
기

성격의 장단점, 취
미, 특기와 학교 사
이의 연결점을 찾아 
서술한다.

성장 과정
과 직무/
학업 수행 
능 력 사 이
의 관계 
맺기

개 인 
경험

학창 시절
사회 활동

학교생활, 사
회활동, 자란 
배경

지원자의 특기와 개
성, 특별한 경험을 
사회 활동과 연결이 
되게 서술한다.

성장 과정

지원 동기 및   
미래 포부

학교나 회사
에 지원하게 
된 동기, 훗
날 할 일

훗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술한다.

과거의 경
험들과 지
원 동기 
사이의 관
계 맺기

 
<표15>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자기소개서 구성법 교육 내용

2. 자기소개서 쓰기교육의 방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소개서 쓰기교육의 목적은 인도 학습자가 실용
적인 목적으로 필자와 독자를 고려하면서 의미 있고 논리적인 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소개 글쓰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기소개 글쓰기 교육에서 교사는 독자의 관점
에서 평가를 해주고, 학습자의 시각으로 내용 선택, 구성, 생성 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자기소개 쓰기 교육 방법은 자기소개 글쓰기 목표에 근거하는 교수법
이다. 본 절에서는 인도 학습자의 자기소개 글쓰기 목표와 학습자가 겪는 어려
움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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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서 쓰기 교수·학습 방법

  사용역의 개념은 학문적인 강의에서부터 정치에 관한 공동체 대화 및 정치적
인 개인 담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 각 상황은 그들만의 장르를 가
지지만 이들 각 상황의 맥락은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사용역은 상황과 맥락, 
이 두 가지 요소를 주요축으로 하고 있다. 이 둘은 상황 혹은 사회 맥락이라고
도 한다. 예를 들어 취업과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서 독자와 지원자가 모두 
인도인인 경우, 자기소개서를 인도어로 작성해야 한다. 반면 취업과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서 독자가 한국인이고 지원자가 한국어과 중급 이상의 인도 학습자
라면 한국어로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상황은 똑같지
만 맥락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의 장르 또한 다를 것이다. 따라서 상
황 맥락 혹은 사용역 속에는 여러 장르가 있다.  III장 2절에서 장르와 사용역의 
개념과 관계를 정립하였는데 장르는 문화 맥락에 의해서 결정되며, 사용역은 상
황 맥락에 의해서 결정된다. 장르는 문화와 맥락을 중시하지만 사용역은 상황과 
맥락을 중시한다. 그러나 모든 상황 혹은 맥락 자체에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이 
문화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취업과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에
서 문화가 조금씩 달라지면 맥락도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맥락이 달라지면 그 
맥락 속의 문화도 달라진다. 물론 달라진 문화의 용도는 맥락에 의존한다. 따라
서 사용역에 있어 교수·학습 방법은 사회 맥락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하
몬드 외(Hamond et al.)81)의 장르 중심 교수·학습 모형과 수업 절차를 참고할 
것이다.

81) J. Hammond et al., English for Social Purposes: A handbook for Teachers of

Adult Literacy, Sydney: National Center for English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Macquarie University, 1992,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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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장르 중심 교수·학습 절차(Hammond et al., 1992:17)

 위 하몬드의 교수·학습 절차는 장르 중심이지만, 사용역의 기본 요소인 사회 맥
락과 담화 공동체에 있어 교사와 하급자 간의 상호작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
도 학습자의 교수·학습 모형 마련하기에 참조할 수 있다.
 교수·학습 절차는 위 그림에서 네 가지 즉 ‘모델링하기’, ‘협력적 텍스트 구성’, 
‘독립적 텍스트 구성’, ‘맥락 지식 세우기’로 나뉜다. 이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임의의 순서로 
사용될 수 있다.

가) 준비 활동
나) 담론에 대한 인식과 실력에 초점 활동
다) 언어 인식과 실력에 초점 활동
라) 언어 실천 활동
마) 확장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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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수업 단계 교사 활동 학습자 활동

 
1  
   

맥락 지식 세우기
자기소개 장르와 익숙해지
도록 관련 활동 제시하기

자기소개와 관련된 공유
된 경험 말하기

   
2  
 

모델링하기
한국 사람들이 쓴 자기소
개를 통해 자기소개 모델 
텍스트 소개하기

자기소개의 구조와 전략 
탐구하기

   
3  
 

협력적 텍스트 구성
자기소개 쓰기 내용 조식
을 위한 한국 사람들이 
쓴 텍스트를 설명하기

상호 작용을 통해 질의 
응답하기, 수업 시간에 
자기소개를 쓰기 연습 

   
4  
 

독립적 텍스트 구성
생성된 텍스트를 검토하
기, 독립적으로 쓸 수 있
는 과제 제시 

자기 점검하고 나머진 
텍스트 혼자 써서 교사
에게 제출하기.

 본고에서는 하몬드의 수업 절차에 따라 인도 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 활동 모
형을 재구성해서 마련하였다.

<표16> 인도 학습자를 위한 자기소개 쓰기 교수·학습 수업 활동 모형

2) 자기소개서 쓰기 교수·학습 모형

 위 글쓰기 수업 모형을 할리데이의 사용역 이론 관점에서 보아, 학습자가 독립
적으로 텍스트를 구성할 때까지 담화 장, 담화 관계 그리고 담화 양식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더불어 본 교수·학습 활동에서는 교수와 학습자 간의 상
호작용을 도모하기 위해 각 단계마다 교수와 학습자와 서로 질의응답 및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단계별 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맥락 지식 세우기 단계
에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장르의 정의와 자기소개서 장르에 대해 소개하고 학습
자가 알고 있는 장르의 개념 및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공유된 경험을 물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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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수업 초반부에 이러한 질문은 교사가 학습자가 무엇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고, 글쓰기나 자기소개
에 대한 학습자의 선지식이나 자기소개서를 접해 본 경험이나 글쓰기 경험 등의 
개별적인 상을 검토하며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정된 교수-학습안은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아지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모델링하기 단계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교육이 이루어지기 전에 작성해서 제
출했던 자기소개서와, 한국 사람들이 쓴 자기소개서를 나눠준다. 이 때 돌려주는 
자기소개서는 그 구조와 내용에 대한 검토가 대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
는데, 이는 앞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도 학습자가 자기소개 장르에 대한 학
습 결여로 인해 장르 지식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대략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자
기소개서는 인도 학습자가 모본이 될 자기소개서와 자신의 자기소개서의 구체적
인 차이점과 자신이 작성했던 자기소개서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도울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더해진 검토 내용을 통해 자
신이 학습해야 할 자기소개서 쓰기 전략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협력적 텍스트 구성 단계에서 교사는 인도 학습자에게 되돌려 받은 자기 소개
서를 검토하면서 들으라고 하면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및 전략에 대해서 설
명한다. 인도 학습자는 반드시 교육 전에 쓴 자기소개서를 검토하고 그 위에 필
기를 더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하며, 수업의 내용이 모본으로 받은 자기소개서에
는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도 분석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적인 
자기소개서 쓰기 전략의 학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수업 시
간 동안에 자기소개서의 항목들 중 하나를 작성해 보도록 한다. 학습자들의 자
기소개서 작성 시간에 교사는 교실을 돌며 학습자들이 작성하는 항목을 확인하
고, 세부적인 내용 항목에 대해서 검토한다. 그리고 학습자가 지금 배우고 익힌 
자기소개서 쓰기 전략을 적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집에서 자기소개서의 다른 항목들도 작성해 오도록 한다. 즉, 교실에
서 이루어지는 자기소개서 쓰기는 교사의 검토 하에 이루어지는 협력적 쓰기 활
동이라면 집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소개서 쓰기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쓰기 활동이 
되는 것이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쓰기 활동의 결과는 다음 시간에 교사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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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목표 내용 방법 비고 

도입
(10분)

w 출석
w 수업환기
w 수업 목표 

제시 

1. 지난 수업 내용 
복습/확인.

2. 자기소개서 쓰기 
수업의 내용 및 
목표 제시.

1. 지난 수업 내용 문답.
2. 자기소개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
3. 자기소개서 장르의 확

인 및 학습 목표 제시.

- 학습자의 
관 심 과 
참 여 도 
고양

전개1
(30분)

w 자기소개서에 
대한 선지식 
확인 

1. 10문장 정도로 
자기소개하기.

1. 학습자의 발표.

- 자기소개
의 구성
과 표현 
확인

휴식
(10분)

휴식 시간

전개2
(20분)

w 모델링하기 
(자기소개서 
비교를 통한 
쓰기 전략 
분석)

1. 학습자들이 사전
에 제출한 자기소
개서와 전개 1에
서 실시한 자기소
개 내용 확인하기.

2. 자기소개서 쓰기 
전략에 맞추어 분
석적으로 살펴보기

1. 사전에 검토된 자기소
개서의 분석하기. 

2. 자기소개서 쓰기 전략
에 따라 자신이 쓴 자
기소개서 비교하여 자기 
자기소개서에 부족한 부
분 기입하기.

- 학습자의 
참 여 도 
높이기.

전개3 
(20분)

w 자기소개서 
쓰기 활동을 
통한 전략 

1. A4용지에 취업
용 자기소개서 작
성하기

1. 안내받은 자기소개서를 
참고하여 ‘한국 대기업
에 번역가 및 통역가’로

1. 학습자
의 적극
적인 참

를 통해 전략 및 구성에 대한 지도로 이어져야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선별 및 
조직화 등은 학생의 퇴고 활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자기소개서 쓰기 
방법 및 전략이 학습자 개개인에게 습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틀을 중심으로 구성해본 자기소개서 쓰기 교수-학습안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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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w 질의응답 및 

숙제

2. 자기소개서에 관
한 질의응답하기

3. 숙제 제시

서 지원하는 자기소개서 
작성한다.

2. 자기소개서를 작성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
측하여 해결방법 모색하
기.

여 유도 
1. 자기주

도적 쓰
기의 격
려/안내

<표17> 1차 자기소개서 실제 수업 활동

  자기소개서 쓰기 수업의 대상 학급은 인도 수도 뉴델리 자왈랄네루대학교의 
한국어 중급 이상의 학습자이다. 자왈랄네루대학교의 한국어 교실은 90분을 1 
수업단위로 삼지만 실제 수업은 <40분 수업-10분 쉬는 시간-40분 수업>으로 이
루어지며, 한 수업당 학습자는 약 25~30명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업 실정에 맞
추어 취업 및 진학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실시한 수업의 목표와 내용, 방법은 위의 표<17>로 제시하였다. 위의 표
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수업에서는 수업 도입 부분에 ‘맥락 지식 세우기’를 
실시, 학습자에게 자기소개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교육한 후 학습자들이 지닌 
자기소개서의 장르 지식을 확인하였다. 그 후 교사는 학습자들과 함께 학습자들
이 도입 때 나누던 자기소개서 정보와 10개의 문장으로 발표한 자기소개를 비교
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기소개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확인
한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각 단계마다 수시로 학습자에게 자기소개서에 
관한 질문을 받아 함께 해결하고 마지막 부분에 이를 종합 검토한다. 그리고 숙
제로 A4용지에 ‘한국 대기업 회사에 번역가 및 통역가’로 지원하기 위한 취업용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지시한다. 
  이러한 수업 내용을 종합해보면 첫 번째 수업에서 실시한 교수-학습은 인도 
학습자가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교육을 시작하기 전의 준비 과정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교육과정의 전반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준비 학습이 이루어진 이후
에 실시된 수업 내용은 표<18>에 제시하였다. 이 부분을 보면 2차 수업 시작은 
1차와 비슷하다. 하지만 기초소양을 닦은 이후 이루어지는 수업인 만큼 실제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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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목표 내용 방법 비고

도입
(10분)

l 출석
l 수업환기
l 맥락지식 확인

1. 지난 수업내용
확인 및 검토

자기소개서를 작
성시 겪은 문제
점을 나누기.

학습자의 관심
과 참여도 고양

전개1
(30분)

l 모델링하기
l 읽기자료 검토

1. 먼저 작성해 
온 자기소개서
를 검토함.

2. 학습자들에게 
모본 자료(한
국인이 작성한 
취업용 자기소
개서) 내용을 
나누어주고 비
교 검토함.

1. 학습자들이 자
신의 자기소개
서 작성 방법
에 대해 발표

2. 학습자들이 작
성한 자기소개
서를 검토하기

3. 문제점을 확인
하고 잘 쓴 내
용을 칭찬하기

1. 모본 자료는 
단지 참고용
으로 사용함.

2. 교사는 지적
보다는 칭찬
과 격려를 함.

휴식
(10분)

휴식 시간

전개2
(20분)

l 자기소개서의 
구조 교육 

l 협력적 텍스
트 구성

1. 자기소개서의 
‘성장과정’ 부
분 쓰기 

1. 교사는 자기소
개서의 여섯 
가지의 구조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한다.

2. 성장과정 쓰기
에 자주 사용

1. 예시로 모본 
자료를 활용
한다. 

2. 자기소개쓰
기에 드러난  
한국 문화와 
자문화(인도 

기를 중심으로 하며,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교사와 학생이 상호
협력적으로 자기 소개서를 구성하는 것을 주된 수업 내용으로 한다. 이는 종국
적으로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교수-학습 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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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표현 알
기

3. 성장과정 쓰기
에 드러난 한
국문화적 특질 
이해하기 

문화) 비교
하기 

전개3 
(20분)

l 독립적 텍스
트 구성

l 질의응답 및 
숙제

1. 성장 과정 작성
2. 질문에 대한 응

답 및 숙제

1. 자기소개서의 
성장 과정 부
분 작성하기 

2. 작성하며 어려
운 점을 파악
하고 해결방안
을 모색하기

1.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분위기 조성

2. 수업 후 배
운 내용을 
간단히 적어 
제출하게 함.

3차,
4차, 
5차
수업 
내용, 
활동 
및 

결과

  똑같은 형식으로 다음 2개 이상의 수업에 각 구조 항목을 교육하
고 실습시키고 교육시킨 항목을 다시 제출하라고 하였다. 다음 수
업에 학습자가 제출한 숙제를 검토하고 마지막 수업에 최종적으로 
자기소개서를 A4 용지 한 장 이상 작성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3차, 4차, 5차 수업 역시 자기소개서의 세부 항목에 따라 <분석
적 이론 검토를 통한 이해 – 협력적 쓰기 활동 – 자기주도적 쓰기 
활동>의 순서로 진행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자기소개서 쓰기 교
실을 운영하였다. 

<표18> 2차 자기소개서 실제 수업 활동

  2차 수업에서는 먼저 교사가 학습자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학습자와 함께 
검토하고 한국 사람들이 쓴 자기소개서 자료를 학습자와 함께 공유하였다. 교사
는 한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자기소개서의 형식, 특성, 구조와 특성을 교육하고 
하나씩 설명하면서 실습하였다. 자기소개서의 형식은 여섯 가지 항목에 따라 구
조화되는 것을 기본 틀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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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차

조사 
시기

장소 대상 내용 비고

 
예
비
조
사  

2013년 
1월 

24~25일

자왈랄네루
대학교, 
뉴델리

2학년 및 
3학년

한국어 학습자
 (총 46명)

취업용 자기
소개서와 진
학용 자기소
개서의 
쓰기 전략 교
육

모본자료를 기반으
로 자기소개 쓰기
의 구조와 내용을 
검토한 기초 소양 
교육 

 
1

 2013년
1월 

자왈랄네루
대학교, 

2학년과 3학년
한국어 학습자

교육 후 취업 
자 기 소 개 서 

모본 자료를 기반
으로 자기가 작성

  가장 먼저 수업 내용으로 삼은 것은 그 여섯 가지 항목 중의 첫 번째인 ‘성장
과정’이다. 교사는 모본 자료(한국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예시로 하여 인도 
학습자에게 성장과정 부분의 작성법을 설명하였다. 설명을 들으면서 인도 학습
자는 자신이 받은 모본 자료와 자신들이 기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동시에 검토하
면 참고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차이점이나 보충할 점을 자신이 작성한 자기 소개서 위에 기입하도록 하였
다. 검토를 통한 전략 교수-학습에 이어 학습자들은 ‘성장과장’ 쓰기를 실습하였
다. 실습 시 교사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이해한 성장과정 쓰기 전략을 검토하도
록 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문제를 풀게 하였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성장과정’을 검토하고 다시 작성하여 숙제로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학습자는 교실에서 한 번, 집에서 한번 ‘성장과정’을 써 보게 되는 
것이다. 
  이후 다른 세부항목도 ‘성장과정’과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제출한 숙제를 분석
하고 검토하여 교실에서 재작성하고, 교사와 함께 살펴본 뒤에 집에서 다시 작
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자기소개서의 여섯 가지 세부 항목의 작성 교육이 
끝난 뒤에는 학습자가 자기주도적 내용을 마련하여 재조직하여 A4 용지 한 장 
이상에 분량을 가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렇게 인도인인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안이 구체화되었으며, 
실제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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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
업

30일 뉴델리 (총 91명)
및 진학 자기
소개서 쓰기 
실습

한 한국어 자기소
개서의 구조와 표
현을 분석적으로 
검토하여 반복적인 
퇴고를 통해 쓰기 
능력을 향상하도록 
한 교육

 
2
차
수
업  

 2013년 
1월 
31일

자왈랄네루
대학교, 
뉴델리

2학년과 3학년
한국어 학습자

(총 91명)

자기주도적인 
자 기 소 개 서 
글쓰기 수행 
및 학습자의 
피드백 조사

글쓰기 말미에 11
개의 질문을 담고 
있는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응답자: 
46명)

 
<표19> 인도 학습자의 자기소개서 교육 조사 내용

3. 자기소개서 쓰기 교육의 평가

 본 절에서는 인도 학습자가 자기소개서 교육을 받은 후 작성한 자기소개서 텍
스트를 분석해보겠다. 2차에 걸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46명이며, 그 중 최종
적으로 받은 자기소개서 텍스트는 15편이다. 자기소개서 제출을 자유의사에 맡
긴 결과 생각보다 적은 수의 텍스트가 수합이 되었다. 
 이렇게 수합된 학습자의 텍스트를 사용역 이론의 담화 장, 담화 관계, 담화 양
식 차원에서 분석해보고 개선점과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III장에서 담화 장, 
담화 관계, 담화 양식으로 분석한 인도 학습자 텍스트에 주요 7가지의 문제점을 
나타났다. 이 7가지의 문제점은 사용역 이론을 고려해서 아래 5가지의 요소를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수합된 사례는 총 15편이지만, 그 중 대표적 사례를 중심
으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
 텍스트 분석과 별도로 수업에 참여했던 4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
다.(설문 결과는 부록2 참조) 설문 조사를 통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개
선점 등을 파악해 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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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서 장르 이해  향상

 아래 있는 인도 학습자가 작성한 텍스트와 초기 사전 교육 없이 작성한 자기소
개서의 텍스트를 비교해보면 인도 학습자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차이점을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인도 학습자 텍스트 7, 교육 전], 학습자 A.

이름: 000               성병: 남성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주소: 000

전화번호: 000 이메일 아이디:000

취미: 수용, 음악 감상, 한국 드라마 보는 것

학력: 고등학교 2006, 델리 대학교에서 중급, 고급 

      2010, 211 IGNOU에서 졸업 관광

      J대학교 한국과 3학년 재학중 

      한국어 능력 시험 합격..2급ㅐ  

상: 3회 전인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 2010,중급 2등

    LG에서 작하급-2010

자원봉사: 장님 대학교에서 도와주는 일 

         병원가서 한자에게 도와주는 일

취미: 여러 가지 동전 수집하는 것, 우표 수집하는 것, 그림 그린다.

[인도 학습자 텍스트 7, 교육 후], 학습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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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을 위한 자기소개 

자기소개

저는 000대학교에 공부하는 삼학년 학생  000입니다. 제 고향은 비하러 있는 뻐
더나이고 델리에 산지 사 년 되었어요. 저는 이천사년에 중학교를 졸업했고 이천
칠년에 과학,힌디,영어 정공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저는 델리 대학교에서 
한국어 배워서 올해 네루 대학교에서 이학년에 편입을 했어요. 이천팔 년에는 컴
퓨터 과정을 수료했어요. 한국어능력시험이 이급으로 합격했어요. DU 에 있을 
때 이천구년에 한국의 고전 연극인 "춘향전"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리더왈
에서 통역 일을 했어요. 제 취미는 음악 감상과 여행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회사
원이 되고 싶어요. 

지원동기

고등학교에 있을 때 아무 때 TV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 때 한외국 연극이 보고 
있었고 그 연극이 일요일에 한번쯤 보니까 자주 보는 편이었습니다. 그 때 제 외
삼촌이 일하는 곳에서 외국어 가르치기가 시작했습니다. 제 외삼촌이 비하러에 
있는 마가더 대학교에서 영어의 박사님이십니다. 그는 외국어를 공부하라고 물어
보셨습니다. 저는 그 연극이 보면서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네"라고 말했습
니다. 그 때부터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발음이 좀 좋
지 않아서 한국 영화와 연극이 보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 공부하기 쉽지
만 발음과 억양이 좀 어렵습니다. 억양이 없으면 외국사람과 같이 대화를 잘 할 
수 없어요.

연구계획

대학에 진학하면 저는 각 지역 방언의 차이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위 취득 후 계획 

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 회사원이 되고 싶어요. 인도에는 한국회사가 많지만 좋은 
회사에서 입사하기가 어려워요. 유명한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면 외국어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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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있어야 되요. 그리고 그 회사의 경제, 역사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능력이 
있으면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교육을 받기 전에는 반 정도의 인도 학습자가 앞서의 텍스트와 같
은 이력서 형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 교육 후에는 한
국인들이 주로 작성하는 형식을 참고하여 1장 이상 분량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
였다. 교육 전 학습자가 서술한 항목은 주소, 전화번호, 학력, 수상내역, 지원봉
사와 취미 같은 것들이었다. 반면 교육 후에 학습자들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자
기소개서에 나타난 대표 항목 즉, 성장배경,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성격 등을 
포함시키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인도 학습자가 글로 써야 하는 자기소개서의 
장르 인식, 중요성과 자기표현 글쓰기의 의미도 습득했음과 함께 인도 학습자의 
담화 장에 발생한 문제점 교육도 잘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2) 학습자와 독자 요소 고려

 학습자와 독자의 상호 관계를 또는 참여자간의 대인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학
습자는 ‘나’를 재발견해야 하고, 독자의 요구에 맞춰 재발견한 ‘나’를 서술해야 
한다. 초기에 작성한 인도 학습자의 텍스트를 살펴보면 학습자가 ‘나’를 잘 서술
하지 않을뿐더러 독자의 요구도 잘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인
도 학습자가 사전 교육 없이 작성한 텍스트이다. 

[인도 학습자 텍스트 3, 교육 전], 학습자 B.

 이름은 000입니다. 000대학교에서 전공으로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어 공부하기의 한 
이유는 한국 문화를 알게 되고 한국 MNC에서 일 하기입니다. 제 취미가 사진 찍기고 사
업 잡지 읽는 것입니다. 여가 시간에는 사진을 찍고 면집하기도 합니다. 전달 노력도 좋
고 경영노력도 좋습니다. 아무 회사에 일하면서 저는 자기 계발을 간청합니다. 언제가 아
무 일에 자지하고 싶습니다.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소설 책도 많이 읽습니다. 미래에 자
기 회사를 열고 한국과 같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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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학습자 텍스트 3, 교육 후], 학습자 B.

성장 과정: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소중하며 동시에 힘이 되어주는 것은 바   로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분다면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조와 언이, 남동
생은 화목한 가정환경 속에 서로를 아끼고 위함으로서 거친 세상을 살 아가는 든든한 힘
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성정과정은 귀사에 입사 후주어진 업무에 그 책임을 다하고 함께 
군무하는 직원과는 돈돈한 동료애를 형성할 수 있는 인간적인 수향을 키울 수 있었던 시
간이었습니다.

성격: 본인의 성격 중 큰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점은 “포금함과 포용력”입니다. 집 안의 장
녀로서 동생들을 보살펴 왔던 경험으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챙겨주는 
편이어서 언이 같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포용력을  통해 타인에 대한 잘
못된 행동에 있어서도 이해하는 마음으로 감싸주어 스스로가 잘못을 깨닫게 하는 편입니
다. 물론 이러한 성향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역간의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윹통성을 
더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맺고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지원 동기: 이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은 이유가 많긴 하지만 중요한 이유는 이 회사가 다
른 한국 회사보다 직원을 잘 대하 주고 전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이 회사에 일을 
하게 된다면 제 능력이 쉽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포부: 제가 5년 정도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고 나중에 인도에서 개인 회사를 만
들고 싶다. 이렇게 한국 회사와 일하면 한국 문화를 많이 알 수 있습다. 그래서 나중에 내 
회사 만들면 한국 사람과 사업 잘 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교육을 받기 전에 작성한 텍스트에서 인도 학습자는 단순히 취미와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이유, 그리고 미래의 포부에 대해 한 문장씩 기술하였다. 
이 텍스트를 보면 학습자가 독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자기소개서 교육 후의 텍스트에서는 독자를 고려하여 작성한 부분을 볼 수 
있고, 텍스트의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이 전체적으로 나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원래는 인도 학습자가 한 문단이나 최대 두 문단만으로 자기소개서를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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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었으나, 자기소개서 교육 후의 텍스트를 살펴보면 '지원 동기'만 한 문단 정도
가 된다. 그렇다면 독자와 필자의 대인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립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3) 사회 문화적 맥락 요소 반영

 다음은 인도 학습자가 자기소개서 교육 전과 교육 후 작성한 텍스트의 내용이다.

[인도 학습자 텍스트 14, 교육 전], 학습자 C.

제 이름은 000입니다. 저는 U.P주에서 왔씁니다. 저는 델리에 있는 너무 유명한 학교에
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학년 학생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한 지 
3년 됐습니다. 대학교 오기 전에도 1년 동안 한국어 배웠습니다. 저는 졸업한 후에 
Chennai에 있는 현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일할 때 태양과 비를 신경 쓰지 않아요. 
한국어를 공부할 때 저는 한국의 문화도 알 수 있습니다.

[인도 학습자 텍스트 14, 교육 후], 학습자 C.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이 살아서 일에 대한 자신감과 자상함이 많습
니다. 어머니는 선생님이어서 저를 잘 벌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고
생 많이 해서 어머니한테서 임을 많이 받았습니다. 마운트 칼멜 고등학교에서 상과로 졸
업했습니다. 거기에서 2년 동안 반잔으로 안내해서 통솔력이 발생했습니다. 또 네루 대학
교에서도 3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반장이어서 통솔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학 입
학 후부터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조깅으로 갔습니다. 3년 동안 하루에도 조깅을 
포기하지 않고 한번 시작한 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하는 마음을 지니게 하였습
니다. 제가 오프렌선 아사라는 결핵 환자에게 도와 주는 비정 부조직에서 봉사하고 영연
방 경기 에에서 봉사했습니다. 한글 날 행사에 참고하고 2011년에 뭄바이에서 정리된 포
스코 의료 캠프에서 한국어 통역했습니다. 저는 졸업한 후 체나이에 있는 현대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위의 두 가지 텍스트를 문화적 측면에서 비교해볼 때 학습자의 표현이 더 자연
스러워졌다고 볼 수 있다. 자기소개서 교육 전의 “일할 때 태양과 비를 신경 쓰
지 않아요”라는 표현이 교육 후에는 한국어 관용표현에 가깝게 “한번 시작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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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하는 마음을 지니게 하였습니다”로 바뀌었다. 
이 외에 글의 내용 구성도 한국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많이 비슷해졌고, 글
의 논리, 자연스러운 표현, 글의 순서도 잘 정리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담화 관계 차원의 문제가 상당히 극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텍스트의 논리와 설득성 향상

 텍스트의 논리와 설득성과 관련해서 인도 학습자는 세 가지의 주요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텍스트를 항목별로 나누지 않았고, 설명이 부족하였으며, 합쇼체 
격식체를 구사하지 않았다. 아래에 있는 텍스트와 그밖에 다른 텍스트들을 보면, 
학습자들은 교육 후 합쇼체를 사용하게 되었다. 글의 일관성, 논리성과 결속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부제목을 잘 배치해야 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독자의 요구에 맞추어 부
제목을 배치하면 글이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인도 학습자 텍스트 15, 교육 전], 학습자 D.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J대학교 한국어과에서 재학 중인 000입니다. 알라하바드에서 자라고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취미는 요가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합니다. 저는 일을 끝낼때까
지 일을 하는 것 제 장점입니다. 귀아에 체요되면 저는 열심히 하고 제사각에 목표 이뤄
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도 학습자 텍스트 15, 교육 후], 학습자 D.

제목 :-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분류 :- 통역자, 번역자 

성장과정 :

제가 어릴적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부모님의 
삶의 도덕과 원칙이 따라서 자랐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 좋을까 안 좋을까 생각해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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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어릴 때 저는 삼촌과 함께 여행을 많이 했고 운동 뿐만아니라 공부도 잘 했습
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소중한 시간이 보냈지만 다들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연
락도 할 수 없어요. 앞날에 인생에 자신감과 패기가 기입한 말이 가지고 갑니다. 

성격 :

제 성격 중에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점은 "표근함과 포용력"입니다. 친구들의 관계
가 항상 쟁겨 주는 것입니다. 성이 난 후에 사람들과 말초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생활신조:

제 생활신조는 "사실 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대로 말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없고 평
화로운 마음으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어디에 가든지, 뭐 하든지 다 장소에 사실대
로 말하는 것이 좋을까.

학창시절:

2004년에 고향에 있는 여자 학교에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007년에 SKMV 대학교에서 영어,힌디,과학 정공으로 고등학교 했습니다.

2011년에 IGNOU에서 영어 정공으로 학사를 졸업했습니다.

특히사항:

2009년에 한국의 고전 연극인 "춘향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에 한국능력 시험에 2급으로 합격했습니다.

 모든 사례에서 인도 학습자가 작성한 자기소개서의 부제목은 III장에 제출한 텍
스트에 비해 완전히 달라졌다. 자기소개서 교육을 받은 후 학습자는 텍스트에서 
성장배경과 지원동기, 성격, 특기, 학창 시절을 따로 분리하여 서술하였고 문장
의 표현력이 좋아졌다. 아래 인도 학습자는 사전 교육 없이 작성한 텍스트에서 
자신의 학창 시절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저는 J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학년 학생입니다. 여기에 온기 전에 고향에서 고
등학을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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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후 이 학습자는 학창 시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나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상업을 공부했습니다. 
회계가 나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J대학교에서 입학했습니다. J대학교에서 한국어
과,3학년 채학 중이에요. J대학교에서 2013년, 5월 졸업입니다.

  위 텍스트를 작성한 학습자는 자기 나름대로 교육과정을 상세히 쓰려고 노력
했다. 물론 같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더라면 독자에게 좋은 인
상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5) 어휘 사용 요소 이해

  인도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 사용 간의 문제점으로 띄어쓰기, 연결 어미 사용, 
능력과 의지를 나타난 어휘의 사용, 그리고 문어체와 구어체의 차이점 구분 등
이 발견되었다. 교사의 교육 후 어휘에 대한 문제점들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았
으나, 위와 같이 교육 후 작성한 텍스트를 살펴보면 어휘 능력이 초기보다 향상
되었음을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인도 학습자가 교육 전과 후에 작성한 텍스트를 
살펴봄으로써 어휘 능력의 증진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 학습자 텍스트 24, 교육 전], 학습자 E.

제 이름은 000. 저는 000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닙니다. 전공이 한국어입니

다. 영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힌디도 잘 알아요, 취미가 소설을 읽은 것입니다. 화랑과 
음악이 좋아합니다. 졸업한 후에 대사관에서 통역사가를 되고 싶습니다. 제 나이가 스물
세입니다. 이제 J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재미있고 영화가 좋
아해서 처음에 한국어를 공부아래의러 정합니다.

전화번호:000

주소:000

이메일: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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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학습자 텍스트 24, 교육 후], 학습자 E.

진학을 위한 자기소개

• 진한 동기 : - 저는 학교에 있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 때부터 한국과 한
국어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
라마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볼 때 외국인들에게 자막이 
중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막과 번역에 대해 석사를 하고 싶습니다.

• 연구 계획 : - 자막과 번역에 대해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자막과 번역은 할 때 한국어
를 자연스럽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어 실력은 높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부를 어떻게 쉽게 자막을 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한국 드라마에 자
막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 학위 취득 후 계획 : - 학교에 있을 때부터 KBS World (TV channel)을 너무 좋아합
니다. KBS World 의 드라마는 너무 재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사하고서 KBS 
World 에서 일 하고 싶습니다. 드라마의 자막을 할 참이였습니다. 

 
  담화 양식 차원에서 인도 학습자의 문제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학
습자들의 글은 자기소개서 교육 전에 비해 명확하게 나아졌다. 항목별로 텍스트
를 나누는 것이나 합쇼체의 사용은 비교적 잘 되었으나 학습자의 ‘나’에 대한 설
명은 아직 부족하다. 

4.  자기소개서 쓰기 수업의 결과와 제한점

 다음은 인도 학습자가 교육을 받고 작성한 자료의 내용이다. 이 내용과 III장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학습자의 자기소개서 작성법 교육 여부에 따라 의미있는 차
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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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수업의 양상

 인도 학습자에게 자기소개서에 대한 교육 후 자기소개서를 재작성해보라고 하
였다. 위에서 언급한 평가는 학습자가 자기소개서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작성한 텍스트들을 교사가 비교 분석한 것이다. 원래 계획은 수업시간에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자기소개서에 대해 설명한 후 학습자들이 수업시간에 바로 글을 
쓰면서 상호작용을 통한 실습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업시간의 부족으로 인
해 학습자들에게 각자 일주일 이내에 자기소개서를 재작성하라고 요구했고, 그 
다음 수업시간에 학습자가 다시 작성해온 자기소개서를 학습자들과 직접 상호작
용함으로써 검증해보았다. 다음은 인도 학습자와 함께 검증한 자기소개서 텍스
트 6번의 수업 내용이다.
 교사는 자기소개서에 대해 최종적으로 교육한 후, 인도 학습자가 자기소개서 
교육 전 텍스트와 교육 후의 텍스트를 복사하여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었다. 그런 다음 학습자들에게는 자신이 작성한 텍스트를 서로 교환
하게 하였다. 그 후 학습자들에게 다른 학습자가 작성한 자기소개서 교육 전과 
교육 후의 텍스트를 약 15분간 읽으면서 비교해보라고 하였다. 15분 후 교사는 
학습자들과 함께 텍스트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학습자 A에게): 누구의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지 크게 말해 주세요.

학습자 A: D의 텍스트입니다.

교사: 텍스트에서 달라진 점을 요약해서 말해 주세요.

학습자 A: 자기소개서 형식으로 쓴 글이며 글의 분량이 늘어났고, 글쓰기 실력도 향상
되었습니다. 

교사: 그렇다면 ‘글의 주제 결여’에 대한 문제가 없고, 어느 정도 독자를 고려해서 글
을 잘 썼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들 학습자 A의 말에 동의합니까?

학습자들: 네.

교사: (학습자 B에게) 학습자 D에게 텍스트의 문제점에 대해 한 가지 이상 말해 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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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학습자 B: ‘지원 동기’ 대신 ‘진한 동기’를 썼습니다.

교사: (학습자 C에게) 네, 이것은 어휘에 관한 문제네요. 또 다른 문제점을 말해 보세
요.

학습자 C: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이전 텍스트에 비해 문장끼리 잘 연결되어 있
는 것 같습니다. 

교사: (학습자 C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학습자 C: 예를 들어 '지원 동기'를 보면, ‘그때부터, 그래서’와 같은 어휘를 적절히 
잘 사용하였고 문장도 순서대로 잘 썼습니다.

교사: 그럼 담화 특성 문제, 독자에 대한 고려 부족 그리고 어휘 부족과 같은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학습자들: 네

교사: (학습자 E에게) 텍스트의 두 번째 문장에서 ‘한국과’ 가 맞는 표현인가요?

학습자 E: 네, 맞아요.

교사: (학습자 E에게) 밖에 가서 계단 옆에 걸려 있는 게시판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잘 
보세요. 

다른 학습자: '한국어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교사: 네, '한국과' 아니고 '한국어과'가 맞는 표현입니다. 

교사: 다들 학습자 D의 ‘학위 취득 후 계획’을 보시고 문제점부터 먼저 말해 보세요.

학습자 F: ‘재미있습니다’를 ‘재무있습니다’로 잘못 썼습니다.

교사: 네, 이것은 오타인 것 같고 또 다른 문제점은?

학습자 L: 마지막에 ‘할 참이었습니다’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사: (학습자 D에게)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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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D: 사실 (힌디어로) ‘하고 싶어서 하려고 했다’라고 쓰고 싶었는데요.

교사: 그렇다면 D 학생이 쓴 문장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 자
막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는 ‘KBS에서 취직하면 드라마 자막을 만들 것입니다’와 같
이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교사: (학습자 K에게) '학위 취득 후 계획'에서의 첫 번째 문장 끝에 ‘좋아합니다’는 맞
는 표현입니까?

학습자 K: 네, 맞습니다.

교사: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학습자 J: 선생님, ‘좋아했습니다'가 맞지 않은가요?

교사: 네, ‘좋아했습니다’가 맞습니다. (이유도 함께 설명)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교사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소개서 텍스트를 
평가 분석했다. 교사가 학습자와 함께 평가 작업을 하자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고, 텍스트에 틀린 부분이 발견될 때마다 본인의 텍스트도 동시
에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또한 교사가 수업시간 중 모든 학습자에게 텍스트의 
문제점과 좋은 점을 말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
의 참여도도 높아졌다. 이와 같은 상호 텍스트 검증을 통해 인도 학습자의 쓰기
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으나 학습자가 주제 이외에도 한국과의 문화적인 차이
나 문법적인 문제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상호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2) 실제 수업의 결과

 교육 후 자기소개서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습자의 
95%가 자기소개서에 대해 학습해 본 경험이 없었으며 자기소개서에 대한 강의
를 수강한 경험 또한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취업과 진학 중심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학습과 강의 수강 경험도 당연히 없었다. 이번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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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 '취업과 진학 중심 자기소개서'의 글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
체적으로는 85%가 대학교 2학년 2학기 그리고 15%가 3학년 1학기에 학습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연구자의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연구자의 자기소개서 교육에 대해도 80%
의 만족감을 표시했고 이것이 학습자의 한국어 글쓰기 교육에도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은 이와 같은 주제가 개인뿐만 아니라 학생 
누구에게라도 추천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결과적으로 ‘취업과 진학 중심 
자기소개서’ 교육은 학습자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업의 적극적인 참여
를 이끌어내었다. 

3) 실제 수업의 제한점

 대다수의 학습자가 이 수업을 흥미롭게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연구자가 가르친 주제의 어휘 난이도가 높아 더 쉬운 방식으로 어휘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따라서 영어로 정리된 어휘 학습 
책이나 영어 번역본이 함께 제공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연구자가 맡은 
몇 가지 수업에 대해 학습자들이 느낀 부족함을 채워줄 부가적인 수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도 학습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였다. 자기소개서 교육을 할 때 학습자들은 자료 내용에 대
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았으며, 연구자가 설명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 다수를 이
루었다. 또한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의 기본 어휘를 영어로 작성해줄 것을 요구
하였다. 이 연구의 제약점은 학습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었다. III장의 학습자 
텍스트 분석을 참고해보자면 인도 학습자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3가지로 요약되
는데, 그 중 한 가지인 문법에 대한 문제점은 시간상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
하였다. 이 3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급 이상 인도 학습자를 위한 
1달 이상 과정의 자기소개서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
야 학습자들에게 쓰기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유의미하게 교육시킬 수 있다. 
교육 시간이 너무 짧았던 관계로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수업 시간에 참여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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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교육 후 다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을 때 비교적 소수
의 학생들만이 자기소개서를 완성하여 제출했다.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해하기는 이해했는데 분량이 많다”고 대답하였다. 사실 쓰기 분량
이 많지 않았으나 인도 학습자는 특별히 쓰기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2장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에서도 부담을 느꼈다.
 또한 인도는 다언어, 다문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교육을 할 때 영어와 
힌디어를 동시에 섞어서 가르쳤다. 가끔 영어로 설명하면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한 학습자가 힌디어로 다시 설명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마찬가지로 힌디어
로 설명하면 힌디어를 못하는 인도 학습자를 위해서 다시 영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교사가 교수학습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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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인도 학습자가 실용적인 목적으로 특정 독자에게 자기 경험을 
효율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자기소개 쓰기의 교육 방법을 마련하였다. 연구자는 
인도인 한국어 중급 이상 학습자들의 쓰기 교육 배경과 현황 그리고 텍스트 양
상을 분석하고 이에 나타난 문제를 토대로 취업과 진학 중심 자기소개 텍스트 
쓰기 교육을 연구하였다.
 인도 학습자는 한국어 쓰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 학습자의 고등학
교까지 쓰기 교육 배경, 인도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한국어 쓰기 수업의 현황과 
교과서를 분석해보면, 학교와 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와 자기표현 쓰기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 쓰기는 특정한 맥락에서의 서
술하는 장르 중심 글쓰기이며, 독자의 목적에 맞게 자기 경험을 재구성하는 행
위가 사회구성주의 글쓰기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회 맥락과 장르를 통합하
는 교육 방법 연구로서, 자기소개 쓰기 맥락 안에서의 서술 요소를 검토하고 그 
서술 요소를 통해 쓰기 교육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인도 학습자의 한국어 쓰기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인도 
학습자가 초. 중. 고등학교까지 어떠한 글쓰기 교육을 받는지를 검토하고, 한국
어를 전공하는 인도 학습자의 글쓰기 수업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았
다. 또한 인도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글쓰기 수업 내용과 현재 자왈랄네루대학교
에서의 한국어 글쓰기 수업 내용을 살펴보면서 인도 학습자가 글을 쓰는 데 겪
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인도 학습자가 고등학교까지 받은 쓰기 교육과 대
학교에서 받고 있는 쓰기 교육, 그리고 이 논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서 인도 학습자의 글쓰기교육 배경과 현황을 논의한 후, 자기소개서의 개념
과 장르적 특성을 찾아냈다. 자기소개서의 장르적 특성에 자기소개서의 여러 관
점, 즉 자기소개서와 자서전 쓰기, 자기소개서와 자기 성찰 쓰기, 자기소개서와 
자기표현적 글쓰기, 자기소개서와 설득적 쓰기를 검토하고, 한국 사람들이 쓴 자
기소개서의 구조와 전략을 알아보았다. 또한 한국어 교육에서 자기소개서의 위
상을 살펴본 후 자기소개서 쓰기의 교육적 의의를 밝혔다. 이는 효과적인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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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서 능력 향상, 독자 지향적  글쓰기 능력 증진, 자기 성찰 심화, 한국과 인
도 문화 이해 증진, 취업과 진학 가능성 증진이었다.
  III장에서 먼저 인도 학습자의 자기소개서 쓰기 양상을 살펴보았다. 인도 학습
자의 자기소개서 텍스트에서 보통 자주 쓰이는 아홉 가지의 구조 항목을 찾고 
각 항목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텍스트들이 얼마나 간략하게 작성되어 있는
지 알 수 있었다. 체계 기능 언어학의 관점에서 사용역의 개념을 논의하고 할리
데의 사용역 이론을 바탕으로 인도 학습자의 사전 교육 없이 쓴 자기소개서 텍
스트를 분석하였다. 할리데이는 모든 텍스트가 어떤 특수한 상황(register)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텍스트의 분석은 사용역(register)의 세 가지 변수
인 장(Field), 양식(Mode), 관계(Tenor)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였다. 할리데이
가 말한 사용역의 장은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여자가 어떤 사회적인 행
위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관계는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 참여자의 역할
과 지위는 무엇인가, 참여자 간에 어떤 관계와 어떤 역할, 즉 임시 또는 영원한 
역할이 있는지'를 말한다. 그리고 양식은 ‘참여자가 언어를 활용해서 무엇을 기
대하는가. 언어가 어떤 방식(문어체 또는 구어체)로 쓰이고 있는가, 또한 언어의 
수사법이 무엇인가(설득적, 교술, 설명)’를 말한다. 이 이론의 장, 관계, 양식 차
원에서 자기소개서 쓰기를 살펴보면, 자기소개서 텍스트의 '장'은 ‘글로 해당 기
관이 요구하는 자기소개서에 맞추어 인사 담당자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이
다. '관계'는 독자와 필자 사이를 의미하는데, 자기소개서 텍스트의 독자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검토하는 담당자이며 필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사람으로 대
인 관계가 정립된다. 자기소개서 텍스트의 '양식'은 문어체이며, 설득적인 글쓰
기의 속성을 지닌다. 또한 논리적이고 적절한 어휘와 문장의 사용을 필요로 한
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사용역의 장, 관계, 양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한 결과 인도 학습자의 자기소개서는 자기표현 문화의 부재로 인해 자기 소개서 
장르를 잘 인식하지 못했고, 독자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으며, 
담화 양식에 적절한 문체나 어휘, 구성 능력도 미흡하였다.
  IV장에서는 III장에 인도 학습자의 텍스트 분석에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해서 
담화 장, 담화 관계, 담화 양식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다. 
그 다음 사용역 기반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설계해 보았다. 자기소개서 쓰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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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을 시킨 후 인도 학습자가 쓴 자기소개서를 담화 장, 담화 관계, 담화 양식의 
기준으로 평가해 봤다. 
  자기소개서 글쓰기 교육의 학습은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에서 연구자는 
91명의 인도인 한국어 중급 수준 학습자에게 특별한 수업이나 사전준비 없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취업과 진학 자기소개서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
되었다. 취업 중심 자기소개서의 주제는 ‘한국 회사에서의 통역과 번역’이었고, 
진학 중심 자기소개서의 경우 ‘대학원 과정의 한국어와 관련된 전공’이었다. 
  1차에서 학습자의 취업과 진학 중심의 자기소개서 작성이 끝난 후, 연구자는 
학습자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검토하여 장, 관계와 양식 차원의 기본적인 문
제점을 파악하고 학습자들이 겪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업 내용을 마
련하였다. 일주일 후에 다시 인도 학습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자료(한국인이 작
성한 8개 이상의 취업과 진학 중심의 자기소개서)를 나눠주고 이에 대해 설명한 
다음, 인도 학습자가 1차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학습자들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논평해 주며 수업 시간에 자기소개서의 한 항목을 작성하라고 하였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인도 학습자로 하여금 다시 취업과 진학 중
심의 자기소개서를 각각 A4 2장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2차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도 학습자에게 설문 
조사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2차 텍스트를 담화 장, 담화 관계, 담화 양식 차원에
서 분석하고 자기소개서 실험교육의 평가를 한 다음 그 결과와 수업의 제한점을 
찾아냈다. 
  종합해보면, 첫째, 본고에서는 인도인 중급 이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자기소
개 텍스트 쓰기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동안 한국어 교육에서 장르적 접근
법이 이루어졌는데, 사회 구성 원리를 적용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을 보완하였다. 둘째, 인도 학습자의 자신을 글로 소개하는 능력 및 한국 문화이
해가 증진되었다. 학습자가 교사와의 상호 작용, 쓰기 교육을 통해 자기성찰의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 셋째, 본고에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인도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지 못한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본고의 
연구대상자인 인도인 한국어과 2학년 학습자와 한국어과 3학년 학습자의 언어 수
행 능력은 초·중급, 중·고급, 고급 외에 더 상세하게 나눌 수 있는데, 학습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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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능력을 더 세분화해서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이 연구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가치 있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하여 후속 연구로 다음의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본고는 한국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대표로 삼아 연구를 하였다. 인도
에는 진학과 취업 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인이 작성한 자기
소개서 자료를 찾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인도에 있는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혹은 
유학 중인 인도인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고에서는 인도 학습자의 문법적 차원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쓰기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문법적 교육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인도 학습자의 쓰기와 문법의 오류 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진학과 취업 중심의 자기소개서 쓰기 중심으로 인도 학습자
에게 쓰기 교육을 실시했다. 나아가 특수 목적을 가진 인도 학습자를 위한 여러 
언어 사용역에 대한 연구도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고에서는 다언어, 다문화의 나라인 인도 학습자를 언어별, 문화별로 
세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추후 다언어, 다문화 나라
의 학습자를 위한 언어별, 문화별 쓰기 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인도 학습자를 위한 쓰기 교육에서 학습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
양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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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I. 학습자 대상 설문조사

 인도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과 관련된 전반적인 모습을 이해하고 한국어 학습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9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비 설문조사하였다. 

질문 1. 왜 한국어를 공부하십니까?
①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30/100명 30%
② 취업 50/100명 50%
③ 진학 15/100명 15%
④ 기타 5/100명5%

질문 2. 좋아하는 학습 방법은?
① 한국 텔레비전 영화나 드라마 감상 29/100명 29%
② 혼자서 책 중심 20/100명 20%
③ 친구들과 같이 20/100명 20%
④ 한국인과 채팅 30/100명 31%
⑤ 기타

질문 3. 선호하는 학습 영역은?
① 말하기 44/100명 44%
② 문법 19/100명 19%
③ 읽기 5/100명 5%
④ 듣기 8/100명 8%
⑤ 쓰기 9/100명 9%
⑥ 어휘 15/100명 15%
⑦ 기타

질문 4. 용이한 학습 영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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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말하기 30/100명 30%
② 읽기 25/100명 25%
③ 쓰기 16/100명 10%
④ 문법 19/100명 7%
⑤ 듣기 10/100명 10%
⑥ 기타 

질문 5. 어렵다고 생각되는 학습 영역은?
① 듣기 30/100명 30%
② 문법 10/100명 10%
③ 말하기 17/100명 17%
④ 어휘 5/100명 5%
⑤ 읽기 9/100명 9%
⑥ 쓰기 29/100명 29%
⑦ 기타 

질문 6. 쓰기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① 띄어쓰기 20/100명 20%
② 맞춤법 28/100명 18.5%
③ 문법 19/100명 19.5%
④ 어휘 25/100명 25%
⑤ 정보 지식 부족( 주제 이해 못 함, 문화 지식 부족 등) 8/100명 17%
⑥ 기타

질문 7. 일 주에 몇 번 쓰기 교육 받습니까?
① 2번 미만 16/100명 16%
② 3번 이상 72/100명 72%
③ 5번 이상 12/100명 12%
④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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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 쓰기 교육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① 문장 만들기 70/100명 70%
② 요약하기 5/100명 5%
③ 문단(정해진 주제) 만들기 23/100명 23%
④ 자유 주제 0/100명 0%
⑤ 과제나 리포트 쓰기 2/100명 2%
⑥ 기타 

질문 9. 말하기와 읽기처럼 특별히 쓰기 수업도 있습니까?
① 있다 0/100명 0%
② 없다 100/100명 100%
③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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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II. 교육 후 설문 조사

 아래는 설문 조사 양식으로, 이 설문 조사의 마지막 질문의 대답은 46 명의 학
습자가 편한 대로 한국어나 영어 작성하라고 하였다.
설문조사, 서울대학교
야다프 부펜더 
한국어교육(석사과정)
 지도 교수: 우한용/김종철
인도학습자를 위한 소개서 중심으로 ‘취업과 진학 자기소개’ 글쓰기 교육

1. 귀하는 자기소개에 대해 학습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5% 아니요: 95%

2. 귀하는 자기소개에 대한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5% 아니요: 95%

3. 귀하는 취업 중심의 자기소개에 대한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0%  아니요: 100%

4. 귀하는 진학 중심의 자기소개에 대한 강의를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0%  아니요: 100%

5. 귀하는 취업 및 진학 중심의 자기소개를 2학년과 3학년 재학생에게 가르쳐야 
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까?
  매우 그렇다: 100%  
  그렇다:�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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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 귀하는 대학교에서의 취업 및 진학 중심의 자기소개를 언제부터 교육해야 한
다고 생각합니까?
  2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85%
  3학년 1학기: 15%
  3학년 2학기:�
  석사 과정부터:�
  기타:____________

7. 귀하는 본 강의 ‘취업 및 진학 중심의 자기소개’에 대해 만족합니까?
  매우 그렇다: 80% 
  그렇다: 20%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 귀하는 본 강의 ‘취업과 진학 중심 자기소개’가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합니까? 
  매우 그렇다: 100%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9. 본 강의 ‘취업과 진학 중심 자기소개’의 교사는 귀하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수업에 적극 참여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까?  
  매우 그렇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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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0. 귀하는 본 강의 ‘취업과 진학 중심 자기소개’를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매우 그렇다: 90%
  그렇다: 10%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1. 본 강의 ‘취업과 진학 중심 자기소개’의 보완점 및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원하는 수업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1)어휘 난이도가 높았다.
 2) 영어로 정리된 어휘 학습 책이나 영어 번역본이 함께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3) 학습자들이 느낀 부족함을 채워줄 부가적인 수업이 있어야 한다.
 4) 수업 시간이 짧았다.
본 설문에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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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교육 전과 후 받은 학습자의 자기소개서 텍스트 사진

[인도 학습자 텍스트 7, 교육 전], 학습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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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학습자 텍스트 3, 교육 후], 학습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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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학습자 텍스트 24, 교육 전], 학습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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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 of Korean Writing for Indian Students

: Focus on Self-introductory writing
 Yadav, Bhupender

 
 This study aims to prepare educational method of self-introduction 
writing for India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Existing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self introduction writing focuses on external form, 
and doesn't not contain effective self-introduction method in a 
systematic and organic way. This is largely because Korean Language 
Education  has been focused mainly on linguistic aspect until now.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Indian learners of Korean 
Language (above intermediate level) face difficulties in writing self 
introduction due to lack of Korean language skill, prior 
self-introduction writing education and not considering reader’s point 
of view. Taking these points into account, total 91 texts of Indian 
Korean language students were analysed. And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Indian students’ self-introduction writing, Halliday’s Register theory 
was applied.
 In second clause descriptive elements of self-introduction were 
specified.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make Indian students  capable 
of writing persuasive self-introduction in Korean considering the 
reader and examining their own lives. For this, the researcher 
established the definition and genre of self-introduction. In third 
clause,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this thesis (self-introduction)  
was determined, which includes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improvement of Korean language writing skills and, 
helping students get jobs and admission to universities by writing a 
good self-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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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first clause of III chapter, the features of Indian students’ 
self-introduction were determined. Indian students wrote resume 
instead of self introduction. In second clause research theory was 
established to analyse the self-introduction text of Indian students. 
Considering the Register theory of Halliday these can be divided into 
field, tenor and mood. In broad way, these can be categorized into two 
ways- reader-writer relation and the text itself. The Text of 
self-introduction includes content and the strategy to write a 
persuasive self-introduction. And reader-writer relation includes 
writer’s introduction to the reader according to reader’s  demand, and 
the culture aspect.
 In third clause, the problems of Indian student self-introduction were 
analysed . In field, three problem were found; lack of self-introduction 
writing education, no self-expression writing background, and students' 
un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elf-introduction through writing. All 
these problems were there mainly because, in India self-introduction is 
not practiced nor it is demanded at any university or company. 
Moreover, in India, during interview  for a job or admission at some 
university speaking is more focused upon than writing.  In tenor, the 
three main problems were; writer is not considering the reader’s point 
of view, writer doesn't know how to express himself/herself to the 
reader, and writer lacks the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Lastly in 
mode, again, three major problems were identified; inappropriate use 
of vocabulary, problem of coherence and the incorrect use of ending 
forms of Korean language.
 To solve the problem of Indian students, in clause first of chapter IV, 
education content was laid. In second clause, self-introduction writing 
education methodology was established and it was taught to students, 
and students were again asked to write self-introduction which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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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 analysed using register theory in third clause. Also result, 
evaluation, and limitation were concluded in fourth clause. The major 
limitation while imparting self-introduction writing education was that 
the duration of class was short, and students demanded english 
vocabulary of the self-introduction study material.
 In this thesis, after analysing Indian students’ text twice, 
self-introduction teaching material and method was researched. 
Through this self-introduction research Korean language leaners in 
India are expected to improve not only the genre of self-introduction, 
but other genre also. Concluding, the proposed educational method will 
not only develop learners' ability to write effective and reader-oriented 
self-introduction text but will also expand the possibility of deepening 
self introspection of the concerned subject.

* Key words: Korean language writing education, self-introduction      
                 writing, Indian learners, field, tenor, mode.
* Student ID Number: 2011-2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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