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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소집단 활동에서 고급 한국어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동적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식 과제 중심 활동이 주를 이루며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을 위해 소집단 활동을 빈번하게 사용한다. 소집단 활동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높
이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발화를 통한 참여가 중요하다. 

의사소통식 과제 중심의 교육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학습자의 절반 이상
을 차지하는 중국인 학습자는 교실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발적으로 참여
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학습 태도는 중국 사회의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권위주위적인 교실 분위기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어(L2) 학습자는 L2 교실에서 불안감을 느끼며 이는 학습자의 모험시도에 부
정적 영향을 끼쳐 교실 참여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L2 불안 중 동
료 학습자에 대한 불안과 L2 의사소통에 대한 불안이 소집단 활동에 영향을 주므
로 학습자의 L2 불안을 완화시키면 소집단 활동을 할 때 학습자의 참여가 향상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소집단 활동에서 집단 구성 인원수와 활동 과제의 내용을 학
습자의 L2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전제하고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 27명을 선정하였다. 권위주의적 교실의 
분위기에 익숙한 학습자들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중국에서 초·중·고의 교육을 
받은 학습자들로 구성하였다. 연구는 ‘사전 설문조사, 실험수업, 실험수업 후 인터
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선, 학습자의 모험시도와 L2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사
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설문조사에는 소집단 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
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도 포함되었다. 사전 설문조사가 끝난 후 실험수업이 진행
되었다. 소집단 활동에서 학습자의 발화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집단 
구성 인원수(2인, 3~4인, 5~6인)와 활동 과제 내용(이야기 만들기, 토론 준비하
기)을 선정하고 이 두 요인이 발화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두 
요인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국적, 문화적 배경, 한국어 수준을 
통제하였다. 실험수업을 모두 마친 후에는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의 학습 태도에 
대해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학습자들의 모험시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L2 불안은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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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수업 후 인터뷰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실에서 자발적으로 발화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험수업을 통해 확인한 학습자의 발화를 분석하기 위해 발화자의 목적을 고려하
여 하위 발화 유형 분류 체계를 마련한 후 빈도와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집
단 구성 인원수는 3~4인 구성일 때 발화 빈도와 학습자의 심리 측면에서 가장 효
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과제의 내용을 고려했을 경우, 학습자에게 창의력을 
요구하는 과제(이야기 만들기)보다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과제(토론 준비하기)에서 
학습자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협동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3~4인 구성으로 각 
과제를 진행했을 때 각 과제에서 산출된 하위 발화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실험 결과를 통해 얻은 요인(소집단 구성 인원, 협동적 관계 형성을 위한 과제
의 내용, 하위 발화 유형)을 바탕으로 Ⅳ장에서 소집단 활동 중심의 한국어 교수·
학습의 방향을 모형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소집단 활동 구성, 진행, 평가의 과정에 
대한 것으로 각 과정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계하였다. 교수·학습 모형을 바
탕으로 실제 한국어 교실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과제를 구체적인 활동지로 
제시하였다. 교수·학습 과제는 창의력 요구 활동 과제와 배경지식 요구 활동 과제
로 각각 구성하였으며 각 과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하위 발화 유형을 산출하
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본고의 교수·학습 모형 및 과제는 중국인 학습자 외에 
교사의 권위주의적 교실 환경이 있는 다른 국적 학습자에게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의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서로에 대한 친 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는 
학습자의 L2 불안과 모험시도 측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고급 단계의 학
습자들이라는 점에서 학습자 간 친 도를 배제할 수 없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학
습자 간 친 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 학습자의 L2 불안과 모험시도가 어떻게 달라
지는지 확인을 한다면 중국인 학습자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확장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협동적 활동 과제에 대한 교수·학습의 과제를 제시하였는
데 다양한 활동(비협동적 활동, 역할이 고정된 활동 등)에서도 학습자의 참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주요어 : L2 불안, 모험시도, 중국인 학습자, 집단주의적 성향, 소집단 활동, 학
습자 관계 형성, 발화 참여, 발화 빈도, 발화 의지
* 학  번 : 2012-2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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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과거의 외국어(L2) 학습이 교사 위주로 진행된 형태중심 수업이었다면 오늘날
의 L2 학습은 학습자 위주의 의사소통식 과제 중심 수업이다. 의사소통식 과제 중
심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이 교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L2 학습을 이끌어가
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 한국어 교육현장을 보면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수동적
인 자세로 수업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식 과제 중심 학습의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본고에서
는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L2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알아보고 교실과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 가능한 효율적인 교
수·학습 방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국적은 서양어권보다 동양어권이 많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어권 학습자가 가장 많다.1) 아시아 언어권 학습자의 특징은 수동적
이고 소극적인 학습에 익숙해져있다는 것이다.2) 중국인 학습자의 이와 같은 수동
적인 학습 태도가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식 과제 중심 수업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 교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살펴보면 활동 과제 자체에
는 많은 노력이 들어갔지만 그 활동 과제를 수행하게 될 학습자에 대한 분석과 그
것에 근거한 활동 방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한국어 교실의 대다수
를 차지하는 중국인 학습자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꿀 수 있다면 한국어 교실의 의
사소통식 과제 중심 학습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학습자 요인에 초점을 맞춰 그들이 기존의 수동적인 학

1) 주요 국가별 현황(교육인적자원부, 2014년 11월 3일 기준) 
국  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기타

유학생 수 50,336 3,958 3,104 3,181 1,873 3,126 19,313 

비율(%) 59.3 4.7 3.7 3.7 2.2 3.7 22.8 

2) 권유진(2011)에서는 학습자의 국적에 따라 느끼는 L2 불안과 모험시도를 측정하였다. 비
아시아계 학습자에 비해 아시아계 학습자들의 불안이 높으며(p=.04) 모험시도가 낮다는 
것(p=.02)을 확인했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값이 0.05보다 작으면 두 대응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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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L2 교실의 활동을 방법에 따라 크게 분류한다면, 학습자 개인 활동, 교사-학습

자 전체 활동, 학습자-학습자 활동이 있다. 학습자-학습자의 활동은 다시 짝 활
동과 그룹 활동으로 나누어진다.3) 동료 학습자 변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학습자 
개인 과제와 달리 소집단 활동은 외국어 학습이라는 교실 내의 특수한 상황을 가
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이다. L2 학습에서 학습자 간 교류를 통한 상
호작용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황정희, 2011; Long·Porter, 
1985; Cohen, 1994; Lockhart·Ng, 1995; Rha, 2004; Kang, 2005; Allwright, 
2014). 또한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방법에 따라 언어 학습이 결정된다(Hatch, 
1978: 404). 교사 중심의 교수법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으로 흐름이 바뀌고 
상호작용이 강조되면서 L2 학습의 궁극적 목표는 L2를 통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이 되었고 이에 따라 L2 교실에서 학습자 간 활동은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표경현, 2005, 2012; Lockhart·Ng, 1995; Rha, 2004). 국내의 한국어 교육 기관
에서도 ‘소집단 활동(짝/그룹 활동)’을 많이 사용한다.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그
룹 활동은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로 발화를 할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학습을 고
취시킨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가 있다(Long·Porter, 1985). 소집단 활동은 학
습자에게 대화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자들이 서로에게 비계를 설정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황정희, 2011; 표경현, 2012). 

소집단 활동이 L2 발화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를 높
이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짝 활동이나 소규모 그룹 활동이 학습자의 모험시도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주며(Bang, 1999: 59) 학습자의 모험시도는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높은 수업 참여도는 학습자의 숙달도 향상에 영향을 준다(Ely, 
1986). 즉, 소집단 활동은 궁극적으로 수업 참여도는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서 다양한 L2 학습 방법 중 하나로만 간주할 수 없다.4) 

학습자의 L2 교실 내 발화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소집단 활동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학습자의 참여는 적극적이지 않다. 방영주(Bang, 1999: 59)는 소
집단 활동이 학습자의 모험시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였으나 실제 한국어 교실에서는 
3) 본고에서는 학습자가 교사와 활동하지 않으면 학습자 개인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학습자 간 짝 활동과 학습자 간 그룹 활동을 모두 ‘소집단 활동’으로 총칭한다. 짝 활동과 
소규모 그룹 활동을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동료 학습자의 영향을 받아 그것이 
학습자의 참여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초점을 두어 본고에서는 동일한 속성을 가진 활동
으로 보고자 한다.

4) 모험시도란 외국어 학습에서 학습자들이 실수할 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신
의 생각과 추측을 전달하고 상황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권유진·김영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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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 활동이나 소그룹 활동이 학습자의 모험시도를 향상시키지 못하는데 그 원인을 
학습자의 의지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L2 수업에서 학습자가 가지는 의지는 의사
소통하고 싶은 의지  발화의지(Willingness to Communicate, WTC)라고 설명할 
수 있다(MacIntyre 외, 1998). L2 발화의지는 L2 발화를 북돋거나 멈추게 하는 
현상이며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행동이 수반되는 의도이므로 발화의
지(WTC)는 외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에게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Gallagher, 
2012: 56). 즉, 학습자가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의사소통의 욕
구가 생겨 그것이 수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그
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전반의 사회문화적 가치가 새로운 문화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Wen·Clement, 2003; Gallagher, 2012: 54). 웬과 클레멘트(Wen·Clement, 
2003)는 언어 교육에 인류학적으로 접근하여 중국인이 지니고 있는 주변 평가에 
민감한 성향(other-directed self)이 그들의 발화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 모형이 필요하고 이것이 학
습자의 L2 학습 효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박경
자·장복명(2011)에서도 L2 학습자의 사회·경제·개인적 배경이 학습에 영향을 주므
로 학습자의 배경으로 인한 학습 태도를 고려하여 L2 학습을 조장해야 한다고 하
였다. 그런데 한국어 교육과정을 보면 안타깝게도 중국인 학습자의 문화적 성향과 
L2 현장에서의 발화 욕구를 고려한 활동이 많이 개발되지 않았다. 

본고의 연구를 위해 사전 설문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가 소그룹 활동에 대해 가
지고 있는 생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른 아시아권 학습자와 서양어권 학습자와
의 대조를 위해 다른 국적의 학습자도 사전 설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5)

사전 설문을 통해서 한국어 현장에서 소집단 활동의 사용이 많다는 것과 학습자
들이 소집단 활동의 중요성을 실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 
수업 때 소집단 활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 비해 학습자의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5) 성균어학원 6급 재학 중인 학습자 6명과 5급에 재학 중인 학습자 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동료 학습자와의 활동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내
용으로 활동의 필요성 및 불안을 느끼는 요소에 관한 문항 29개로 구성 되었다. 각 질문
에 대해 추가 진술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근거, 경험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학습자에게는 
동료 학습자에 대한 불안을 측정한다는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교실 활동의 효율성을 검토
하기 위한 설문이라고 하여 학습자들이 의식적으로 설문에 응답하지 않도록 유도하였다. 
학습자의 국적은 중국 학습자 6명(남자 3명, 여자 3명), 독일 학습자 1명(여자), 일본 학
습자 1명(여자), 필리핀 학습자 1명(여자), 미국 학습자 1명(남자), 미국 학습자 1명(남
자), 도미니카 학습자 1명(여자)이며 학습자의 연령은 20~25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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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1> 학습자 사전 설문
설문 문항 척도별 응답자 수

① ② ③ ④
한국어 수업에서 동료 학습자와 활동을 많이 한다. 4 7 1 0
동료 학습자와의 활동은 한국어 말하기 능력 향상에 도움
이 된다. 5 7 0 0
개인 활동보다 동료 학습자와의 활동을 선호한다. 2 4 3 3
동료 학습자와 활동을 할 때, 동료의 한국어 실력이 활동
에 영향을 준다. 5 6 0 1
나보다 한국어 실력이 좋은 학생과 활동할 때 불안을 느
낀다.6) 3 5 3 1
동료와 활동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동료에게 이야기한
다. 2 4 5 1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표 Ⅰ-1>의 1~3번 문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동료 학습자와의 
활동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개인 활동보다 동
료 학습자와의 활동을 선호한다.’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습
자가 3명이나 된다. 외국어 교실에서 그룹 활동과 짝 활동의 효율성에 대한 이론
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학습자들이 그런 활동을 기피한다면 그 활동은 의
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소집단 활동을 위한 교수·학습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4~6번 문항을 통해 
교실 내 활동에서 학습자들이 느끼는 불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활동할 때 
동료 학습자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

위의 설문에 응답한 학습자의 입장이 모든 학습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설문에 참여한 학습자 중 아시아 언어권 학습자 대부분이 소집단 활동에서 불안을 
6) ‘나보다 한국어 실력이 좋은 학생과 활동을 할 때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라는 문항에 대

해 ‘매우 그렇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선택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간단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중국인 학습자는 “나보다 한국어 실력이 
좋은 학생과 같이 있을 때 항상 긴장됩니다. 말하고 싶은 말은 항상 할 수 없습니다.(중
국, 남)”라고 대답을 하였다. 또 다른 학습자는 일본인 학습자이며 “같은 반인데 실력의 
차이가 있으면 자신감이나 불안한 마음은 있다.(일본, 여)”라고 대답하였다. 반면 동일한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학습자는 독일인 학습자이며 “왜 불안해요? 제 
실력은 제 실력. 친구의 실력은 친구의 실력. 친구는 더 잘하면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독일, 여)”라고 대답하였다. 추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미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배우러 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미국, 남)”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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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것은 특이할 만하다. 최유선·김동규(2010), 오희정(2013)에서도 소집단 활
동이 학습자의 학업 능력 및 성취의 측면보다 정의적 측면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소집단 내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교실 환경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불안이 수업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선행 연구로 확인하고 실험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학습자의 L2 교실 
내 심리는 궁극적으로 학습자 국가의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집단주
의적 성향이 강한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주의적 성향이 학습자의 학습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L2 수업 구성에 반영한다면 효율적인 수업
이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수와 활동 과제의 내용에 따라 학습자의 
심리가 달라지는가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의 방향을 설계하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는 수업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 설정한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실 내 중국인 학습자 L2 불안과 모험시도가 학습자의 발화 참여
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또한 소집단 활동 유형을 소(2인)/중(3~4인)/대(5인 
이상)로 구분하고 중국인 학습자의 성향과 L2 학습 환경을 고려했을 때 학습자의 
발화 참여의 효율이 가장 높은 유형을 확인한다.

둘째, 소집단 활동에서 과제의 내용과 인원수에 따라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양상
과 학습자의 관계 형성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한다. 또한 발화 가능한 학습자
의 발화 유형을 확인하고 활동의 유형 및 과제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도 확인한다.

셋째, 연구의 결과를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원리와 방법에 대해 확인하
고 교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의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실험 대상인 중국
인 학습자 외에 연구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 학습자의 범위를 설정한다.

2. 선행 연구

1) 학습자 L2 불안

본고의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실에서 느끼는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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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확인하고 학습자의 심리가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가지는 심리적 요인 중 부정적인 요인에는 ‘불안’이 있다. L2 교실에서 
학습자는 동료 학습자와 교사와의 교류, 시험, 교실 분위기와 같은 L2 학습의 환
경에 대해 심리적 불안을 느낀다(최정순·안경인, 2009; 남명애·김영주, 2011; 
Horwitz 외, 1986; Ely, 1986; MacIntyre·Gardner, 1989, 1994; Young, 1990, 
1991). 연구자에 따라 학습자의 L2 불안이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L2 불안이 단순한 심리적 
상태를 넘어 학습자의 L2 학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였다(염규을, 1998; 최정순·안경인, 2009; Chastain, 1975; MacIntyre· 
Gardner, 1989; Aida, 1994; MacIntyre, 1995).7) L2 불안은 촉진 불안
(facilitating anxiety)과 방해 불안(debilitating anxiety)으로 분류 가능하다(장아
남·김영주, 2014). 촉진 불안이란 “학습자의 학습동력을 불러 일으켜 불안을 극복
하게 하고 새로운 학습 임무를 도전하게 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 반면 방해불안
은 “학습자가 학습 임무를 피하게 하고 교실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약화시켜 
학습을 외면함으로 불안을 도피하려 하며 학습 성적과 부정적 상관관계”을 의미한
다(장아남·김영주, 2014: 315). 본고에서는 L2 불안 중 방해 불안에 초점을 맞추
어 연구를 하였다.

호르위츠 외(Hotwitz 외, 1986)8)에서는 L2 불안을 언어 학습의 과정에서 생기
는 복합체로 정의하고 교실활동에서의 불안을 ①의사소통 불안 ②시험 불안 ③부
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의사소통 불안이란 발화자

7) 채스테인(1975)은 학습자의 불안을 포함한 정의적 요인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해 프랑스어 청각구두식 교실(audio-lingual class) 학습자와 전통적 방식으로 프랑
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청각구두식 교
실의 프랑스어 학습자들은 L2 불안이 높을수록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전통적 방법으로 학습한 학습자의 경우 모든 언어에 대해 L2 불안이 오히려 
학습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acIntyre(1995: 92)는 학습자 
발화와 L2 불안은 뒤집어진(inverted) U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즉, 일정 수준까지
의 L2 불안은 학습자의 발화에 촉진 불안으로 작용해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L2 불안은 학습자의 발화에 방해 불안으로 작용된다.

8) 호르위츠 외(1986)에서는 불안에 대한 의미 확인을 넘어 불안을 느끼는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자신의 발화가 이해되지 않고 타인의 발화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개인적 
지식에 근거하여 불안을 느끼며 이는 평소에 말이 많은 사람도 L2 교실에서는 조용한 것
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성인 학습자의 경우 보통 자신이 지성인이고 사회문화적으로 
개방되었다고 인지하지만 L2 발화할 때는 발화자가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언어적, 사회
문화적 잣대로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발화자는 불안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1986: 
1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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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나타나는 소극적인 자세를 의미한
다. 짝이나 그룹 안에서 발화를 어렵다고 느끼는 것, 음성 언어를 듣고 말하는 것
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둘째, 시험 불안은 학습자 스스로가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가 완벽하지 않으면 모두 실패라고 여기는 심리적 두려움에서 비롯
된다. 마지막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타인의 평가, 평가 상황에 대한 회피,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예측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불안은 동료 학습
자 간 평가에서 더욱 예민하게 나타날 것이다. 

영(Young, 1991)에서는 언어 불안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① 개인적, 대인관계 불안: 개인적, 대인관계 불안은 L2 불안 중 가장 활발하
게 연구되는 요인이다. 학습자의 낮은 자신감과 경쟁심리가 가장 큰 원인으
로 작용한다(Bailey, 1983; Hembree, 1988). 그 외에도 의사소통에 대한 
걱정, 사회 불안9), 특정 언어에 대한 불안이 주요 원인이 된다. 

② 언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믿음: L2 학습에 대해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
는 일반적인 믿음들이 있다.10) 그런데 이런 믿음이 실제 L2 학습과 일치하
지 않으면 학습자는 불안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L2 학습에서 발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믿음은 L2 학습을 갓 시작
한 초급 학습자에게 좌절과 불안을 안겨 줄 수밖에 없다. 

③ 언어 학습에 대한 교사의 믿음: 교사가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에 따라 학
습자의 불안이 달라진다. 학습자의 불안을 향상시키는 교수자의 태도는 다
음과 같다; 학습자의 발화를 수정하고, 학생 통제를 위해 소집단 활동을 자
제하고, 교사의 발화가 가장 많아야 한다고 믿으며 학습자의 문법 연습을 
지시하는 사람이 L2 교수자이다.

④ 교사-학습자 상호 교류(interactions): 교사가 학습자의 오류를 엄격하게 
수정할 때 학습자의 불안은 증가된다. L2 학습에서 오류 수정 자체는 필수
적이므로(Young, 1990; Horwitz, 1988: 290) 교사가 오류 수정을 할 때의 
태도가 불안의 요인이 된다.

9) 사회불안이란 사회에서 형성된 실재 또는 가상의 상황에서 타인의 평가에 대한 가능성이
나 실존을 의미하며(Young, 1990: 540) ‘불편한 긴장감’, ‘부정적 자기 평가’, ‘타인 앞에
서의 움츠러듬’로 설명할 수 있다(Schwarzer, 1986: 1).

10) L2 학습자가 L2 학습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발화
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 2)“완벽한 억양”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압박 3)L2 학습이란 영어
(L2)의 번역이라는 생각 4)외국어에 유창하게 되기까지 2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 5)L2 
학습에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Horwitz,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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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실 상황: L2 교실에서 동료 앞에서 L2로 발화할 때 불안을 겪는다.
⑥ 언어 시험: 특정 유형의 시험에서 학습자의 불안이 증가된다. 수업에서 경
험한 학습의 방법이나 교수법과 동떨어진 유형의 시험이나 학습자에게 도전
을 요구하는 시험의 경우 학습자는 불만이 생길 뿐 아니라 불안도 증가하게 
된다.

영(1991)의 연구를 바탕으로 신수정(Shin, 2007)은 한국인 EFL 학습자 4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와 설문11)을 진행하여 L2 불안의 요인을 확인하였다.12) 그 
결과 영(1991)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대인관계 불안’과 ‘언어 시험’에 대
한 불안이 학습자의 L2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문화적으로 굳은 학습/학습 과정에 대한 믿음, 언어 학습에 대한 태도
와 동기의 차이, 성격 차이, 나이 차이, 영어 숙달도에 대한 인식과 같은 다양한 
불안 내용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요소들은 학습자의 불안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의존적 요소로서 L2 불안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불안 요인을 구성한다
(2007: 203).

언어 불안은 L2 학습자가 말하기, 듣기를 포함한 모든 학습의 과정에서  느끼는 
긴장과 불안의 감정을 의미하며 사회 불안 중의 하나이다(MacIntyre·  Gardner, 
1989; MacIntyre· Gardner, 1994). 매킨타이어와 가드너(MacIntyre· Gardner, 
1989)는 L2 불안을 일반적 불안(General Anxiety)과 의사소통 불안
(Communicative Anxiety)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의사소통 불안만이 프랑스(L2) 
어휘의 습득과 생성 모두에 영향을 준다. 

매킨타이어(MacIntyre, 1995)는 L2 교실에서의 학습자 불안, 인지, 행동은 회귀
적 관계에 있으며 세 개의 요소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하였다. 즉, 불
안은 L2 교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과 관련이 있다.13) L2 불안과 학습자의 인
지 그리고 L2 교실에서 학습자의 행동의 순환적 관계를 [그림 Ⅰ-1]과 같이 나타
냈다. 언어 학습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학습자가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L2 

11) 존슨(Johnson, 1992)과 메리암(Merriam, 1998)의 인터뷰 항목을 재구성하여 인터뷰를 
했으며, Horwitz(1986)의 FLCAS(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를 활용
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Shin, 2007).

12) 학습자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확인한 L2 불안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 1)부정적 평가에 
대한 걱정과 체면을 잃는 것에 대한 걱정 2)경쟁적 상황 3)시험 불안 4)교사의 교수 태
도, 발화 속도 5)개인적 성향(외적, 내적 성향)의 차이 6)영어 숙달도에 대한 인지 7)언
어 학습에 대한 태도의 차이

13) 매킨타이어(1995)가 설명한 회귀적 관계에 놓인 불안은 ‘반응’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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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을 통해 우선 학습자의 행동이나 인식 등이 형성되고 난 다음부터 불안을 느
끼고 그것이 다시 학습자의 학습 행동과 인식에 영향을 준다. 매킨타이어(1995)의 
이 같은 주장은 L2 교실의 환경과 교수-학습 방법이 학습자의 불안을 증감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근거가 된다. 

[그림 Ⅰ-1] 불안, 인식, 행동의 회귀적인 관계(MacIntyre, 1995: 93)

권유진·김영주(2011)에서 L2 불안이 학습자 변인과 학업 성취도와 갖는 관계를 
확인하였다. L2 불안이 네 가지 언어 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성취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고급 학습자에게 더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염규을(1998)은 L2 불안과 영어 학습 성취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학습자의 L2 불안 정도에 따라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영어의 독해, 
청해, 회화의 학업 성취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L2 불안이 낮은 상위 집단의 학
습자들의 영어회화(M=3.70)와 영어청해(M=3.70) 평균이 하위 집단보다 각각 
0.13 높게 나타났지만 영어독해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영어독해2보
다 영어회화2와 영어청해2 수업에서 유의적 부적 관계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문자 언어(영어독해2)를 이해하는 것보다 구두 언어(영어회화2, 
영어청해2)의 기능을 수행할 때 불안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L2 불안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L2 교실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불안은 학습 
내용의 입력뿐 아니라 생성에도 영향을 끼치며 학업 성취도를 비롯한 L2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를 좌우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2) 국인 학습자

(1) 사회·문화적 성향
연구 대상의 국적을 중국으로 통일시킨 이유는 중국의 사회·문화적 성향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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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국은 유교 사회로서 개인주의보다 집단주의가 팽배한 사회이다.14) 집단주의
적 성향을 가진 학습자들의 수업 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의 성
향을 확인할 수 있다(Hofstede·Hofstede·Minkov, 2010: 145).

개인주의적 문화 출신의 교사가 집단주의적 환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 ... 
이런 교사가 으레 털어놓는 불만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교사가 질문을 던졌을 때조차 학생들이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은 자기가 집단의 일부라고 여기므로 집단의 승인 없이 일어나 말한다는 
것은 어쭙잖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생이 입을 열게 하려면 교사는 한 학생을 직
접 지목해서 물어야 한다.

중국인은 어릴 때부터 사회에서 적절한 행동에 대해 배우게 되고 성장하면서 이
러한 가치를 근거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중국인은 교사의 권위에 복종하
는 학습 태도를 가진다(Wen·Clement, 2003: 20).

웬과 클레멘트(2003)는 매킨타이어 외(MacIntyre 외, 1998)에서 설명한 L2 학
습자의 발화의지가 서양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념화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느껴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화의지를 확인하였다. 영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를 보면 문법 기반의 쓰기 능력은 상당히 높지만 발화의지가 부족하여 발화
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부족한 발화 의지(Unwillingness to 
communicate: Un-WTC)’를 중국에 뿌리 깊게 내린 철학과 전통에서 찾았다. 타
인 지향적인 성향과 교사의 권위에 복종하는 학습 태도로 설명할 수 있다. 류와 
자오(Liu·Zhao, 2004)에서도 중국인의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교사 중심의 수동적
인 학습 방법에 익숙해져 있다고 설명한다.

(2) 중국인 학습자의 L2 학습
학습자의 L1과 L2의 관계가 L2 학습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

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L1의 언어적 요인에 의한 영향보다 L1의 문
화 또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확인하고자 한다.

우선, 반나이(Bannai, 1981)는 아시아권 학습자들이 L2 교실에서 침묵을 유지
하는 성향이 있으며 교실에서 구어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교사
14)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회’를 집단주의라고 한다. 정치적 의미로서

의 집단주의가 아니다. 반대의 개념으로 개인주의가 있는데 이는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이다(Hofstede·Hofstede·Minkov,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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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서도 언어권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 성향이 
다르며 그에 대한 교육 방향도 달라야 함을 알 수 있다. 

중국어권 학습자의 모국어 배경을 고려한 기존 연구들 대부분이 학습의 결과물
로서의 문법적 성취도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L2 문법이 
아닌 L2 발화에 초점을 둔 연구도 있다(심혜령, 2008; 최은하·박시균·오종철, 
2010; 오재혁, 2014). 그러나 오재혁(2014)은 발화문의 의미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로서 억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국어에 성조가 많은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
어 억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은하·박시균·오종철(2010)은 한국어
의 한자어와 중국어의 발음의 유사성/비유사성을 통해 발음 학습에서의 전이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발화에 초점을 두긴 했지만 발화의 방법 및 발
화 결과물의 형태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서 본고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그 중 심혜령(2008)은 L2 학습에서 정의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
여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정의
적 요인을 고려한 효율적인 어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웬과 클레멘트(2003)와 같이 중국인 학습자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있
기는 하지만 이는 ESL 환경에 관한 연구로서 한국어 학습과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영주 외(2012)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지적, 심리적 요인과 문
법 항목 습득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한국어 학습, 한국, 한국어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및 흥미가 중국인 학습자의 문법 
습득에 영향을 주며 학습자의 문법 능력이 학습자 불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연구에서 어휘/문법, 듣기의 숙달도 평가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타인의 
평가에서 외국어 불안을 느낀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은 학습자의 다양한 요인 중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학습의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요인 중 불안에 초
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고 중국의 특수한 집단주의적 성향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수
업 참여를 향상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3) L2 교실 내 소집단 구성  활동

(1) 소집단 구성에 대한 연구
효율적인 소집단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소집단 구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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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 학습자 수준, 학습자 성별 등의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본고의 
연구 방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슬래빈(Slavin, 1995)은 협력 학습(cooperative learning)의 효과 및 원리와 구
체적인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다. 협력 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소집단의 구성원 수
는 4명이 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 슬래빈(1995)은 특정 과목에 제한하지 않고 교
육 전반에 대한 협력 학습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L2 학습의 특수성을 반영해도 동
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L2 학습 상황에서 느끼는 L2 불
안은 다른 불안과는 구분되는 영역에 존재하며 L2 발화의 제한적 상황이 학습자
의 자신감을 약화시킨다(Horwitz 외, 1986).15) 또한 그룹 내의 상호작용은 다른 
학습보다 L2 학습에 더 영향을 많이 준다(Watanabe·Swain, 2007). 그러므로 L2 
학습의 상황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슬래빈 연구의 대상인 미국 학습자
들은 중국인 학습자를 포함한 대다수의 아시아권 학습자와 매우 다른 학습 성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문화와 L2 학습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도 소집단을 
4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본고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리저(Leeser, 2004)는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라 소집단을 구성하고 활동의 결과
를 연구하였다. 각 소집단을 high-high(H-H), high-low(H-L), low-low(L-L)
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LRE가 가장 활발히 나타난 그룹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H-H 그룹에서 LRE가 가장 빈번했으며 L-L 그룹에서 대부분의 LRE는 해
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았다. 그리하여 학습자 그룹 활동 시 그룹 선정의 기준으로  
학습자의 숙달도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베네트와 캐스(Bennett·Cass, 1989)는 소집단 구성의 기준을 학습자의 수준으
로 삼았다. 학습자의 수준을 상·중·하로 나눈 후 그룹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하
였다. 모든 구성원의 수준이 동일한 그룹(homogeneous), 상·중·하가 모두 속한 그
룹(heterogeneous), 상·하로 구성된 그룹(mixed)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교
실 전체의 발화 빈도를 고려했을 때 상위 수준의 학습자와 하위 수준의 학습자로 
소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스토치(Storch, 2002)에서 협동적 학습의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학습자를 유형
별로 분류하고 활동 과제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비록 스토치의 연구가 학습자의 

15) Texas에 있는 대학교의 Learning Sill Center(LSC)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L2 불안을 확
인하였다. LSC의 상담가들은 학습자의 L2 불안이 듣기와 말하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았
으며 그 중에서도 말하기에 대한 불안이 가장 컸다고 한다. 문법 연습을 위한 발화나 준
비된 발화를 할 때는 심리적으로 편하지만 학습자에게 부여된 역할이 존재하는 경우
(role-play situation) 학습자는 얼어붙게(“freeze") 된다(Horwitz 외, 1986: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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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도에 따른 그룹의 구성과 그 영향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의 내용을 통
해 그룹 구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학습자 간 숙달도 차이가 가장 
큰 그룹 유형의 경우 가장 협동적 학습을 했으며 숙달도의 차이가 미미한 그룹 유
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협동적인 학습을 하였다고 보았다. 

와타나베와 스웨인(Watanabe·Swain, 2007)은 통제 변인 학습자(‘Core’)보다 숙
달도가 높은 학습자(‘High’)와 낮은 학습자(‘Low’)를 ‘Core’ 학습자와 같은 그룹으
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성별을 섞지 않았다.16) 연구 결과 ‘Core’ 학습자가 ‘High’ 
학습자와 활동을 할 경우 LRE를 더 많이 생성했으며 이는 ‘Core’ 학습자에게 더 
많은 이득을 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숙달도의 향상을 측정했을 때는 
‘Core’ 학습자가 ‘Low’ 학습자와 활동을 했을 경우 L2 실력이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Core-High’에서 language-related episodes(LRE)17)가 더 
많이 생성됐다는 것은 평균을 통해 확인한 결과였다. 오히려 LRE를 가장 많이 생
성한 그룹과 가장 적게 생성한 그룹은 모두 ‘Core-Low’ 그룹이었다. 그리고 LRE
가 가장 많이 생성된 ‘Core-Low’ 그룹은 협동적으로 활동했지만 LRE가 가장 적
었던 ‘Core-Low’ 그룹은 비협동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학습자의 숙달도를 
기준으로 그룹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학습자의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그룹을 구성하
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습자의 숙달도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소집단 구성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Lockheed·Hall, 1976; Webb, 1984). 록히드와 홀(Lockheed·Hall, 1976)은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소집단 구성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이 활동 과제 및 내용에 대한 선행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경우 남녀의 활동성이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 경험이 부재한 경우
는 남자 학습자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6) 와타나베와 스웨인(2007)의 피험자는 총 12명이었으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각 그룹을 
구성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낮은 수준의 학습자
(Low)

통제 변인 학습자
(Core)

높은 수준의 학습자
(High)

남자 A’ A A’’
B’ B B’’

여자 C’ C C’’
D’ D D’’

17) Language-related episode(LRE)란 L2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생성하고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언어 자체를 이야기하거나 질문 또는 수정하는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Swain·Lapkin, 1995; Swain, 1998: 326; Leeser, 2004: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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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브(Webb, 1984)는 77명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집단 활동에서 성별이 학
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룹의 유형은 여초 집단, 남초 집단, 남
녀 비율 동등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남녀의 비율이 동등하지 않은 그
룹에서는 모두 남자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남
초 집단에서는 남자 학습자가 여자 학습자를 무시하는 경향도 드러났다. 반면, 남
녀의 비율이 비슷한 집단에서는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가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소집단 구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소집단 내의 남녀 비율이 
비슷하면 학업 숙달도의 차이가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집단을 구
성하는 남녀의 비율보다 활동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남녀의 비율이 동등하지 않은 교실 환경이라면 활동 과제를 통
해 남녀 비율에 대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소집단 활동의 과제를 구성할 때 남녀 
간의 차이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활동 과제의 내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소집단 활동에 대한 연구
소집단 활동을 통해 L2로 학습자들이 상호작용하는 훈련과 연습이 가능하기 때

문에 L2 학습의 현장에서 소집단 활동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소집단 활동
은 크게 2인이 한 조가 되는 짝 활동과 3인 이상이 한 조가 되어 진행되는 그룹 
활동이 있다. 그룹 활동의 경우도 소규모와 대규모로 분류가 가능하다. 

기존의 소집단 활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습자 간 교류, 학습자의 참여, 학습자
의 심리적 상태가 학습자의 교실 내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 대부분 학습자의 문법 숙달도 또는 언어 수행 능력 성취도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오희정, 2013, Seliger, 1977; Kim McDonough, 2004). 

셀리저(Seliger, 1977)는 교실 내 L2 발화의 양적 척도를 근거로 학습자를 
High Input Generators(HIG)와 Low Input Generators(LIG)로 구분하였다. 학습
자의 양적 발화를 측정한 결과 L2 교실에서 언어 활동이 더 활발한 HIG가 LIG보
다 교류가 많고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발화 길이 
및 문장 구조보다는 언어 교류의 유무만 확인하여 측정하였다. 

킴맥도너(Kim McDonough, 2004)는 “짝/그룹 활동에서 상호작용에 참여한 학습
자들이 향상된 목표 문형(영어 가정법) 생성을 보여 주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16명의 EFL 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1회의 사전 실험을 
통해 학습자의 수준을 확인하고 2회의 사후 실험을 통해 학습자의 성취도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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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결과 소집단 활동에서 적극적이었던 학습자들이 문형 생성에서 향상된 실
력을 보였다. 

학습자의 문법적 성취도 대신 교실 내 학습자의 교류 및 학습자 간 활동의 효과
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있었다(Lockhart·Ng, 1995; Storch, 2002, 2007; Slavin, 
1995). 록하트와 옹(Lockhart·Ng, 1995)에서는 학습자의 성취도가 아닌 학습자 
간 교류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를 하였다. 소집단 쓰기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능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학습자의 교류 태도를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18) 
문어적 활동에서의 교류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지만 학습자가 수행한 과제에 대해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구어적 발화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교
류에 대한 질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스토치(2002)도 세 가지 유형의 문법 중심의 
쓰기 짝 활동을 통해 성인 ESL 학습자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유형을 확
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협동적으로 활동을 수행하거나 짝이 각각 전문가적 또
는 초보자적 학습자가 되어 과제를 수행했을 때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기존의 문법 성취도에 초점을 두었던 연구들과 달리 소집단 활동에서 활동 
유형과 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습자 간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연구이다. 

스토치(Storch, 2007)에서는 문법 과제를 수행할 때 짝 활동 자체의 효과를 확
인하기 위해 동일한 과제에 대해 짝 활동 집단과 개인 활동 집단으로 나누어 연구
를 하였다. 그러나 개인으로 과제를 수행했을 때와 짝과 과제를 수행했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한 정확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문법 능력 향상을 
위한 짝 활동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지만 짝으로 활동했을 때 학습자들의 발화 
시간이 길었던 것과 LRE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을 통해 학습자 간 짝 활동의 교육
적 의미는 충분하다고 보았다. 또한 학습자들이 짝 활동을 통해 L2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고 스스로의 L2 능력을 검증하고 그것을 동료 학습자와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교육적 의의가 있다.

L2 현장에서 학습자 간 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습자 교류의 기능과 유
형에 대한 연구가 많아졌지만 소집단 활동에서 발생하는 학습자의 발화나 L2를 
활용한 수업 참여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8) 연구를 통해 확인 가능했던 학습자 발화의 기능과 태도는 다음과 같다(Lockhart·Ng, 
1995)

-발화의 기능: 1)에세이 요약 2)의도 표출 3)제안하기 4)의견 제공하기 5)정보 제공하기
-학습자의 발화 태도: 1)권위적 태도 2)해석적 태도 3)분석적 태도 4)협동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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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L2 활동 요인  발화 구성 요소

1. L2 학습자 요인

1) 학습자의 발화의지

선행 연구를 통해서 학습자가 L2 교실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
료 학습자에 대한 인식과 L2 발화에 대한 부담이 불안의 주요한 요인으로 설명되
었다. L2 불안이 L2 교실 내 학습자의 소극적 발화로 이어지는데 이는 발화의지
(WTC)로 설명 가능하다. 발화의지는 학습자의 L2 불안과 학습 태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연구 목적에서 밝혔듯이 발화의지란 발화자가 의사소통하고 싶은 의지를 말한
다. 이해련(Li2005)은 실험을 통해 학습자의 발화의지와 구두의사소통능력이 서로 
비례하는 것을 확인했고 발화의지가 의사소통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강조하였
다. 매킨타이어 외(1998)는 기존에 구어적 발화에만 초점이 있었던 발화의지를 문
어적 생산 활동까지 확장시켜 말하기와 쓰기 모두에서 발화의지가 발생한다고 보
았으며 L2 발화의지는 단순히 언어만 바뀐 L1 발화의지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캐
로스(Charos, 1994)에서도 L2 발화는 L1 발화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사회적 요인
에 영향을 받으므로 L1 발화의지와 L2 발화의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L2 발화의지는 L1 발화의지와 별개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매킨타이어 외(1998)는 발화의지를 언어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보았고 
발화의지에 영향을 주는 언어적, 의사소통적, 사회심리학적 변수를 밝히고 그것들
의 관계를 정립하여 학습자의 L2 의사소통을 예측할 수 있는 개념적 모델을 제시
하였다. L2 발화의지의 요인과 그 작용을 귀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피라미드 모
형으로 나타냈다. 피라미드의 하위 단계인 개인적 요인부터 피라미드의 상위 단계
인 실제 L2 발화까지 단계적으로 학습자의 발화의지가 형성된다. 개인적 변수는 
변하기 쉬운 상황적 변수와 달리 안정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특성이기에 궁극
적인 L2 발화의 기본이 되므로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다. 개인적 변수가 
가장 하위 단계(또는 층)에서 형성이 되고 난 후 상황적 변수가 상위 단계에서 형
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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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발화의지 요인의 체험적 모델(MacIntyre 외, 1998: 547)

각 단계별 요인의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MacIntyre 외, 
1998: 547-558).

① 발화 행위: 의사소통 행위는 교실에서의 구어적 발화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언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습자가 의사소통의 기회를 찾고 실제
로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② 발화 의지: 특정 시간에 특정 상대와 담화 구성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
는 상태를 의미한다. 학습자의 발화 의지는 학습자가 교실에서 불안을 적
게 느끼고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있을 때 발생한다.

③ 특정 인물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 친근한 관계 형성과 통제하는 동기
가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를 신장시킨다. 비공식적 장소에서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을 때 L2 사용에 대한 욕구가 생겨날 것이다. 또한 통제하고 
싶은 동기는 과제를 수행할 때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싶은 상황을 의
미한다.

④ 상태 의사소통에서의 자신감: 자신감은 크게 고유의 성향인 경우와 상황
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겨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본 단계의 자신감은 
후자에 속한다. 

⑤ 발화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동기: 상대 발화자와 얼마나 친근한 관계를 형
성하고 싶은지에 따라 발화자의 동기가 달라지며 인지, 감정, 행동이 제한
된 상황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기도 한다.

⑥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동기: 집단의 성향에서 집단 내 동기가 비롯된다. 
집단 내 환경 및 태도가 발화자의 동기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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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L2 자신감: 상황에 따른 자신감이 아닌 발화자 개인과 L2의 관계에서 형
성되는 자신감이다. L2 기술에 대한 본인의 인지적 평가와 언어 불안에 관
한 발화자의 감정이 이 단계에 관여한다.

⑧ 집단 내 태도: L2 집단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들의 문화에 적
응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동시에 L1 문화의 정체성
을 잃고 L2 문화에 융화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단계이기도 하다. 
서로 상반되는 상태 중 더 강한 것에 따라 L2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가 결
정된다. 또한 L2 학습 자체에 대한 발화자의 동기와 태도가 결정되는 단계
이기도 하다.

⑨ 사회적 상황: 발화자가 L2 사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에 따라 L2 자신
감이 달라진다(Clement, 1980).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에는 발화 참여자, 사회 구성, 발화 목적, 발화 주제, 의사소통의 수단
(channel)이 있다.

⑩ 의사소통 능력: L2 숙달도가 발화자의 발화의지를 결정한다. L2 숙달도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⑪ 집단 내 분위기: 집단 내 분위기는 사회의 구조적 특징과 인지·감정의 상
호 관계로 설명 가능하다. 사회의 집단 내 분위기는 민족 언어 영속성과 
개인 통신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L1과 L2 사회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에 
따라 조절된다. 또한 특정 사회에 대한 인지와 감정에 따라 그 사회의 언
어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가 달라진다.

⑫ 성격: 언어 학습의 상황에서 개인의 성격이 발화에 영향을 준다. 외국인에 
대한 발화자의 반응, 발화 집단 내 갈등의 유무가 L2 집단과의 조화 또는 
갈등을 결정짓는다. 발화자 개인의 성격은 L2 의사소통의 주된 요인이기는 
하지만 발화의지에 끼치는 직접적 영향은 적은 편이다.

피라미드와 단계별 내용을 통해 학습자가 발화를 하기 위해서 소집단 내의 관계
나 동료 학습자에 대한 발화자의 심리 및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장 하위 단계부터 상위 단계에 이르기까지 집단 및 구성원과 관련된 요소는 빠지
지 않고 포함되어 있다. 소집단으로 활동을 할 때 학습자는 소집단을 구성하는 동
료 학습자에게 영향을 받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학습자의 발화에까지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웬과 클레멘트(2003)에서는 [그림 Ⅱ-1]의 3단계(Layer Ⅲ, 특정 인물에 대한 
의사소통 욕구)에서 2단계(Layer Ⅱ, 발화 의지)로 전환될 때 중국인 학습자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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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과정을 겪는다고 보았다.19) 발화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
로 발화에 대한 의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중국인 학습자의 발화에 대한 욕구가 발
화 의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룹 응집성과 교사의 지지와 같은 상황적 맥락의 
형성, 모험을 시도할 감정 상태나 모호함에 대한 인내의 준비, 동기 부여, 자신의 
발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순서대로 모두 이루어졌을 
때 중국인 학습자의 발화 의지가 향상될 것이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의 특수한 교
육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국인 학습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다시 상기시
켜준다.

매킨타이어(MacIntyre, 1994)는 발화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의 개인적 변
인을 연구하였고 학습자의 의사소통 불안(communication apprehension: CA)과 인
지된 능력(perceived competence: PC)이 가장 직접적으로 발화의지를 결정짓는다
고 보았다.20) CA는 학습자의 내적 성향과 낮은 자존감의 영향을 받고 PC는 CA
와 내적 성향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다. 그리하여 학습자의 발화의지 향상을 위
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하
다고 제안하였다. 

강수자(Kang, 2005)에서는 L2의 상황적 발화의지가 발화자의 ‘흥미
(excitement)’, ‘책임(responsibility)’, ‘안전(security)’의 심리적 조건 하에 유동적
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각각의 조건은 의사소통 상황의 상황적 변수에 따라 형
성되며 그 상황적 변수란 발화 상대자, 대화 주제, 대화 맥락 등을 의미한다. 즉, 
상황적 변수가 형성이 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발화의지가 구성된다는 것
인데, 상황적 변수에는 발화 상대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앞서 매킨타이어 외
(1998)의 피라미드를 통해서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발화를 할 때 발
화 참여자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집단 활동을 할 경우 발화 상대
자에게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개인의 최종적 발화의지가 발생하기 위해
서는 가장 시작 단계인 상황적 발화의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상황적 발
19) 중국인 EFL 교실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발화 욕구(DC)와 발화 의지(발화의지)의 관계를 

중재하는 요인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Wen·Clement, 2003: 25).
사회적 맥락 동기적 요인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
의 사 소 통 에 
대한 의지

 

개인적 요인 감정적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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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지에 대화 주제 및 맥락이 포함된 것을 통해서 활동의 주제 및 내용도 학습자
의 발화 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황적 발화의지는 성격적인 발
화의지와 융합되어 개인의 발화의지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그림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황적 요인 심리적 전제 발화의지의 
발생 최종 발화의지

주제 안전
 

상황적 
발화의지 

개인의 
최종 발화의지상대발화자 흥미

대화 맥락 책임

잠재된 
상황적 요인

성격적 
발화의지

[그림 Ⅱ-2] 상황적 발화의지 전의 구조적 준비(Kang, 2005: 288)

우선 ‘흥미’는 말 그대로 발화자가 발화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신나는 심리 
상태를 지니는 것이다. 학습자가 스스로 흥미를 느끼는 주제에 대해 발화를 할 때 
관심이 높아지지만 흥미로운 주제이더라도 이미 수행했던 주제에 대해서는 쉽게 
식상해한다. 또한 상대 발화자에 따라서도 학습자의 ‘흥미’가 변화하는데, 상대 발
화자를 통해 본인의 L2 실력이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면 학습자는 ‘흥미’
를 가지게 된다. ‘책임’은 발화 형성 및 발화 내용에 대한 이해와 명확한 발화에 
대해 발화자가 지니는 심리적 책임감, 의무감을 의미한다. 발화의 주제가 학습자에
게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발화에 대한 학습자의 ‘책임감’이 높아져 발화
하고 질문하고 주제에 대해 알아 가려고 한다. 다른 발화자보다 본인이 주제를 더 
많이 안다고 느낄 때도 ‘책임’의 심리가 향상된다. 또한 국적이 다른 발화 상대자
가 대화하거나 주제가 국가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거나 국가 간 민감한 내용일 경
우에도 ‘책임’ 심리가 향상된다. 발화 상대자의 수가 적을수록 학습자는 발화에 대
한 책임감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안전’은 L2 비원어민 화자들이 의사소통에서 
느끼는 불안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안전의 심
리 상태는 대체적으로 발화 상대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발화의 주제가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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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하지 않을수록 부족한 정보와 주제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걱정하여 학습자는 발
화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소집단 활동을 할 때 초반에
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불안을 느껴 발화를 아끼게 되지만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조금씩 ‘안전’을 느껴 발화의 양을 늘리게 된다. 강수자(2005)에서 언급한 세 가
지의 발화 상황(상대 발화 상대자, 대화 주제, 대화 맥락)이 L2 학습자의 ‘흥미’, 
‘책임’, ‘안전’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 상황적 발화의지를 형성한다.   

갤러거(Gallagher, 2013)는 L2 국가에 체류하면서 L2를 학습하는 학습자를 대
상으로 발화의지와 교차 문화적 적응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새 문화에 대한 적응 
정도가 학습자의 발화의지에 영향을 준다. L2 문화의 교류나 행동에 대한 정보가 
학습자의 L2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데 문화에 대한 정보가 충분할 경우 학습자의 
발화 능력은 향상되지만 정보가 부족할 경우 학습자의 불안이 커져 L2 문화에 대
한 교류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학습자의 L2 능력이 교실 밖 학습자의 L2 발화의지에 큰 영향을 주며 L2 발화의
지를 통해 학습자가 문화 교차에서 겪는 압박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갤러거(2013)의 연구는 효과적인 L2 학습을 위해 L2 학습자의 심리적 요인뿐 아
니라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시사한다. 

2) L2 교실에서의 모험시도

학습자의 L2 불안은 학습자의 모험시도에 영향을 준다. 즉, L2 교실에서 학습자
들이 느끼는 불안이 많을수록 모험시도가 낮아지고 교실 참여도가 낮아진다. 그리
고 학습자의 모험시도에 따라 학습자의 수업 참여도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학습자
의 모험시도의 정도를 알고 이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트림팝(Trimpop, 1994)은 모험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의식적로든 무의식적로든 자신의 행동의 대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육체
적, 경제적, 사회심리적 복지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이득, 대가에 대한 불확실성
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통제된 행동이 모험시도이다(1994: 9).

트림팝(1994)의 정의에 따르면 모험시도는 언어 학습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지
만 학습자의 성취도에 영향을 끼치며 L2 학습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Seliger, 1983; Ely, 1986). 즉, 모험 시도는 언어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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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작용한다. 루빈(Rubin, 1975: 45-48)은 좋은 언어 학습자를 모험시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학습자로 정의하였다. 모험시도를 적극적으로 하는 학습자란, 질
문과 추측을 많이 하는 학습자 또는 의사소통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틀리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학습자를 의미한다.

박현주(2003)에서는 모험시도와 학습자의 성취도와 관련된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의 모험시도를 측정하였다. 의사소통 
중심의 회화반과 문법, 독해 중심의 강독반으로 수업 유형을 다르게 하여 수업 유
형에 따른 모험시도의 차이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모험시도 양상과 성
취도의 상관관계는 회화반과 강독반에서 다르게 나타난다(2003: 296).”는 가설을 
지지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21) 즉, 발화가 필요한 수업에서 학습자의 모
험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권유진·김영주(2011)에서 의사소통 기능 향상
이 L2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된 시점에서 “외국어 학습에서 모험시도가 교실 내의 
상호작용과 언어 출력의 시발점 역할”이라고 하며 L2 학습에서 모험시도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일리(Ely, 1986)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교실 참여(Classroom Participation: 
CP)를 위해 필요한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L2 교실 불안
(Language Class Discomfort: LCD)은 L2 교실 모험시도(Language Class 
Risktaking: LCR)22)와 L2 교실 사교성(Language Class Sociability: LCS)을 감소
시키며 LCD로 학습자의 LCR과 LCS의 부정적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23) LCD가 교실 참여(Classroom Participation: CP)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험 결과 LCD는 CP의 여부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학습자의 모험시도 또는 LCR이 학습자의 교실 참여에 상당한 영향을 주어 
CP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습자의 
모험시도가 학습자의 교실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가설 검증을 통해 
21) “가설 2. 모험시도 양상은 회화반과 강독반으로 나눈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다.”를 확인하기 위해 학습 환경에 따른 차이를 확인했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회화반(M=3.20)의 모험시도 평균 수치가 강독반(M=3.11)보다 조금 
높은 것을 통해 회화반에서 학습자들이 더 많은 의사소통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학습자들의 LCR은 네 가지 층위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새로운 
언어 사용에 대한 머뭇거림의 부재,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여겨지는 언어 사용에 대한 의
지, 언어 사용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나 부정확함에 대한 허용, 큰 소리로 발화하기 전에 
조용히 연습하는 경향(Ely, 1986: 8). 

23) 권유진·김영주(2011)에서 L2 불안과 모험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관계
를 보이기는 했지만 유의 확률이 높지 않아 유의미한 상관계수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밝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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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일리(1986)에서는 모험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단일하게 “언어 불안”의 작

용을 설명하였다면 방영주(1999)는 L2 학습자의 모험시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을 다양한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모험시도 촉진 요인
(facilitating factors)과 감소 요인(debilitating factors)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촉
진 요인에는 L2 교실 내 학습자 간 활동, 수업을 위한 충분한 준비, 학습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강한 동기가 있으며 감소 요인에는 사회적 신념과 행동, 교사의 태도
와 교수법, 불안, 교실 크기로 인한 제한된 기회 등이 있다. 촉진 요인 중 소집단 
활동이 있다.24) 이는 교실 전체로 활동할 때보다 학습자끼리 활동할 때 학습자들
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스스로에 대한 인지가 낮아지
고 실수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된다. 이는 본고에서 설계하려는 소집
단 활동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 모험시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학습자의 사회적 신념과 행동에 
대한 것이 있다. 피험자 대부분(93%)이 자신의 사회적 신념이 교실 내 활동을 제
한한다고 응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체면을 유지하려는 성향이나 다른 학
습자를 의식하는 것도 모험시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25) 또한 앞서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느끼는 불안이 모험시도에 영향을 주어 학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를 대하는 교사의 태도가 교실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오류를 수정하는 교사의 태도는 학습자의 감정적 요인
에 영향을 주어 결국 학습자의 모험시도에 큰 영향을 준다. 실제로 피험자 80%가 
교사의 태도와 교수 방법에 영향을 받아 모험시도에 방해가 된 적이 있다고 응답
하였다. 

이와 같은 학습자의 발화의지와 모험시도는 학습자의 L2 불안에 영향을 받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L2 불안의 감소에 따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
리고 최종적으로 학습자의 발화를 향상시킬 것이다. 학습자의 효율적인 수업 참여
를 위해 L2 불안과 함께 발화의지와 모험시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4) 일리(1986)에서는 반대로 학습자의 모험시도가 학습자의 참여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즉, 소집단을 통해 향상된 모험시도가 다시 소집단의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 방영주(1999)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성 학습자가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지녀 모험시도가 
낮은 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설문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21명의 여성 학습자 중 
2명만이 모험시도가 낮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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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집단 활동의 요소

1) 소집단 활동의 필요성: L2 상호작용

L2 교실에서 소집단 활동이 불필요하다면 굳이 학습자들의 참여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없을 것이다. 소집단 활동이 L2 교실에서 필요한 이유에 대한 근거가 필요
하며 이는 L2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브럼피(Brumffee, 1984)는 L2 학습에서는 일상적 담화가 발생하는 사회
(community)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그룹 형성 자체의 의미를 확인하였
다. 그 사회에서 생성된 지식 안에서 활동 가능한 담화가 존재하고 그 담화 안에
서 학습자들은 연습과 학습을 할 수 있다. 올라잇(Allwright, 2014)에서는 L2 교
육을 위해 교실 내 교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고 하였다. L2 교실 내 학습
자 간 교류를 통해 L2 학습이 향상될 수 있다는 하면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
조하였다. 파이카(Pica, 1994)는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는 이해 가능한 입력, 피
드백, 중간 언어 수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L2 교실에서 교사
와 상호작용만으로는 학습자의 발화 능력을 신장시키기 어렵다.26) 롱과 포터
(Long·Porter, 1985)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제시하였
다. 또한 그룹 활동을 했을 경우 학습자들의 발화 기회, 협동, 상호 오류 수정 등 
유의미한 발화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학습자들은 개인 활동보다 소집단 활동에서 심리적으로 친근함을 느낄 수 있고 
더 많고 다양한 발화 행위를 하며 소집단 활동은 학습자의 L2 학업 성취도를 향
상시킬 수 있다(Long·Porter, 1985; Slavin, 1992, 1995; Pyo, 2005). 최성희·조
정순(2007)에서도 그룹 활동이 학습자를 학습의 과정에 포함시키고 학습자의 말
하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사 훈련이 
방법인 연구로서 연구 대상이 교사였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직접적 말하기 실력 향
상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L2 교실 내 그룹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
었다. 셀리저(1977)에서는 교실 내 이루어지는 학습자의 모든 발화를 연습

26) 바로니스와 가스(1985)는 비원어민(Non-native speaker: NNS) 화자 간의 의사소통의 
원리와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원어민(Native speaker: NS)과 비원어민 화자의 다양한 조
합으로 발화의 유형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NS/NS와 NS/NNS보다 NNS/NNS의 조합일 
경우 의미에 대한 협상적 발화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교육 기관일 경우, 
교사(NS)와 학습자(NNS)의 발화보다 학습자 간(NNS/NNS) 발화가 협상을 유도할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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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으로 간주하였다. 학습자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습
득된 지식과 다른 정보를 지우는 경우가 많은데 연습으로 학습되는 정보를 온전하
게 수용할 수 있다. 학습자가 교실 내에서 L2 연습을 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상호
작용과 교류를 통한 언어 발달과 학습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Savignon, 
1991; Kang, 2005). 또한 바로니스와 가스(Varonis·Gass, 1985)에서 모국어 화자
와 L2화자의 활동을 대조하여 연구한 결과 L2 화자 간의 활동에서 더 활발한 협
상(negotiation)이 발견되었다. L2 화자가 서로 부족한 배경 지식을 채워가므로 
L2 학습자 간 대화에서 풍부한 발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소집단 활동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학습자의 요구
를 통해서도 그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해 실행된 설문에서 학습자
들에게 개인 또는 교실 전체 활동보다 학습자 간의 활동을 선호하는지 묻고 본인
이 선택한 척도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습자 27명 중 1명만 
‘조금 그렇지 않다’(척도④)에 응답을 했고 나머지 26명은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학습자별로 선택한 보기와 그에 대한 이유는 <표 Ⅱ-1>과 같다. 

<표 Ⅱ-1> 학습자 설문조사-학습자간 활동에 대한 선호 여부
Q. 개인 활동보다 동료 학습자와의 활동을 선호한다.

학습자 척도 보기 선택 이유
A ③ 같이 공부하면 한국어를 이용할 수 있어요.
B ② 같이 공부를 하면 인상 더 깊은 남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

다.
C ② 좋은 의견을 들 수 있는 것 같다.
D ③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면 한국어 말하기를 연습할 수 없다다.
E ② 무응답
F ② 서로 향상시킬 수 있다.
G ② 스스로 공부하기보다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언어를 배우기에 

더 좋다고 생각한다.
H ⑤ 토론하는 것이 친구랑 이야기하면 한국어를 더 향상시킬 수 있

다. 성격 조금 낯을 가리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
지 않는다.

I ③ 혼자 공부하면 항상 쉬고 싶어서 하지만 친구와 같이 공부하면 
놀고 싶어요. 효율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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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우 그렇다, ②=조금 그렇다, ③=그렇다, ④=그렇지 않다, ⑤=조금 그렇지 않다,  
⑥=아주 그렇지 않다

설문에 응답한 내용을 정리하면 소집단 활동을 선호하는 근거는 ‘구어 연습’, ‘소
통의 기회’, ‘긍정적 학습 분위기’로 구분이 가능하다.27) 27명 중 부정적으로 응답
한 학습자 1명과 응답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학습자 25명(95.59%)이 소집단 활
동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Ⅱ-2>).

27) 서술식 응답이었기 때문에 복수 응답이 가능하였다.

J ① 학생들이랑 교류하며 수업하면 말하기도 빨리 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K ① 친구랑 이야기하면 더 편해요. 재미있게 이야기해도 돼요.
L ① 저는 성격은 외성적인 편이라서 다들 같이 얘기하는 걸 좋아해

요.
M ② 서로 의견을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N ② 편하게 할 수 있다. 부담이 없다.
O ②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면 더 말하고 싶습니다.
P ③ 같이 공부할수록 공감 될 수 있음.
Q ② 한국어로 친구 함께 이야기하면 한국어 실력이 좋아졌을 것 같

아요.
R ② 친구하고 같이 공부하면 제가 모르는 것은 친구 아마 알 수 있

어서 같이 공부하면 부족한 것은 적어질 수 있어요.
S ③ 학습 친구가 무슨 나라친구인지에 따라서 달라요. 한국 친구이

면 더 편하게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 좋은 것 같아요.
T ② 혼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얻고 있는 과정이다.
U ①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면 기억하는 게 쉬운 편이에요.
V ②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면 재미있고 쉽게 잘 한다고 생각한다.
W ②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말하기하고 듣기도 잘 해질 수 있어요.
X ② 친구와 함께 공부하면 분위기 높을 수 있다.
W ② 구어 연습
Z ③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면 말하기 실력이 향상시킬 수 있다.
a ③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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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학습자 설문조사
-소집단 활동에 대한 선호 근거와 응답 비율(단위: 명)

Q. 개인 활동보다 동료 학습자와의 활동을 선호한다.

선호함
구어 연습의 기회 제공 17(62.96%)

소통의 기회 제공 4(14.81%)
긍정적 학습 분위기 형성 6(22.22%)

선호하지 않음 비효율적 1(3.7%)
무응답 - 1(3.7%)

또한 실험 전에 진행된 설문조사의 6번 문항에서 “한국어과정에서 동료 학습자
와의 활동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을 확인하였다. 연
구자에 의해 4개의 보기가 제시되었으며 복수 정답이 가능했고 ‘기타’ 의견을 쓸 
수 있게 했지만 기타의견을 제시한 학습자는 없었다. ‘교실 밖에서 한국어로 말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를 선택한 학습자는 17명(62.96%), ‘배운 문법이나 표현을 사
용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를 선택한 학습자는 8명(29.63%),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를 선택한 학습자는 14명(51.85%)이었다. ‘필요하지 
않다’에 대해 동의한 학습자는 한 명도 없었다. 학습자들도 소집단 활동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소집단 활동의 방법: 동  과제

본고의 연구는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중점으로 다루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역
할 및 발화 순서가 주어지지 않는 소집단 활동을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
집단 내의 학습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활동에 참여하여 공동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협동’(또는 ‘협력’)28)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L2 불안 중 동료 학습자에 대
28) 연구자에 따라 그룹 활동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cooperation'

(황정희, 2011; Johnson·Johnson, 1992; Slavin, 1995; Cohen, 1994) 또는 
’collaboration'(Savignon, 1991; Storch, 2002; 한명숙, 2004)이라고 한다. 본고에서는 
cooperation을 ‘협력’으로 설명하고 collaboration을 ‘협동’으로 설명한다. 코헨(Cohen, 
1994)은 협력적 학습은 그룹 활동과 협동적 학습을 포괄한다고 하였다. 즉, 그룹 안에서
의 협동적 학습은 협력적 학습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학습자들이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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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안 때문에 협동 과제는 학습자의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협동 과제의 교
육적 효과와 의의를 고려했을 때 L2 학습에 반드시 필요하다. 협동 과제의 교육적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 중심 교육의 대안으로 협동학습이 제시되었고 협동학습 모형은 상호작용 
유형, 수업 절차, 보상방법과 같은 변인들이 구성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모형으
로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다(정숙희, 2014: 209). 소집단 활동을 할 때 학습자가 
발화하거나 참여한다고 해서 그 활동 자체가 협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룹을 형
성해서 모든 학습자가 협력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활동할 때 언어 학습의 기회를 
제공 받을 때 그것을 협력적 학습(Cooperative learning: CL)이라고 할 수 있다
(Cohen, 1994; Storch, 2002). 학습자끼리 공동의 목표를 향해 상호작용하며 협
력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때 학습자의 성취도가 더 높으며 그것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 된다. 이는 정보 차 과제를 그룹 안에서 수행했을 때 일방향 과제
(one-way task)보다 쌍방향 과제(two-way task)에서 협력과 상호작용이 더 활
발한 것을 확인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Doughty·Pica, 1984). 다우티와 파이
카(Doughty·Pica, 1984)는 심리적으로도 학습자들이 경쟁이 아닌 협동을 할 때 
불안을 덜 느낀다고 하였다.29)

도녜이(Dornyei, 1997: 482)는 “협력(cooperation)을 통해 동일한 학습 목표를 
얻기 위한 작은 그룹의 교육적 사용이다.”라고 하였다. 표경현(Pyo, 2005)에서는 
협력 활동의 요인을 세 가지로 선정하였다. 첫째, 학습자들은 3~6명의 구성원과 
함께 수업을 한다. 둘째, 그룹 구성원은 동료 학습자가 과제의 내용에 능숙하며 교
육적 목표를 인지하고 있다고 믿고 그로부터 동기가 부여되며 협동적 학습 전략을 
활용하여 협력적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셋째, 그룹을 평가하는 것이 개인을 평
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해진다. 

스토치(2002)에서 협동적 과제 수행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33명의 ESL 성인 
학습자의 쓰기 과정을 연구하였다. 네 가지 유형의 짝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킨 결
과 협동적인 활동을 한 그룹에서만 새로운 지식이 생성되었고 문법과 어휘에 대한 

목표를 향해 함께 과제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협력’과 ‘협동’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
다.

29) 교사-학습자 활동, 학습자 간 소규모 그룹 활동(각 4인), 짝 활동으로 나누어 꽃 그림
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습자가 그림을 그리는 쌍방향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소규모 
그룹 안에서는 66%, 짝 활동 안에서는 68% 그리고 교사-학습자 활동에서는 45%의 협
상(negotiation)이 확인되었다. 전체 발화의 양으로 보았을 때는 교사-학습자 간 활동이 
가장 많았지만 유의미한 협상적 발화는 소집단 활동에서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Doughty·Pica, 1984: 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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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 가능하였다. 짝 활동 수행 후 학습자의 교류의 유형을 동등함(equality)과 
성숙함(mutuality)30)의 척도에 따라 네 가지도 분류했으며 각 유형은 [그림 Ⅱ
-3]과 같다. 

높은 성숙함

4. 전문가적/ 초보적 
(expert/ novice)

1. 협동적
(collaborative)낮은 동등함 높은 동등함3. 지배적/ 소극적

(dominant/ passive)
2. 지배적/ 지배적

(dominant/ dominant)

낮은 성숙함
[그림 Ⅱ-3] 짝 활동 교류의 모형(Storch, 2002: 128)31)

스토치(2002)의 모형을 통해 ‘협동적’ 또는 ‘전문가적/초보적’ 유형의 활동을 한 
학습자의 경우 언어 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협동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때 학습자는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언어 선택에서 확실하지 않을 때 서로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협동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그룹 내의 학습자들이 서로 ‘협상
(negotiation)’을 해야 한다. 롱(Long, 1996)의 상호작용가설(The Interaction 
Hypothesis)32)에 따르면 의미를 위한 협상이 학습자의 입력부터 내적 능력, 집중, 
30) 동등함(equality)은 과제 수행에 대한 권력, 지배, 통제의 정도로 설명 가능하며, 성숙함

(mutuality)은 과제 수행에 대한 참여도로 설명하고 있다(Storch, 2002: 127).
31) 두 개의 축은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축이 교차하는 부분은 ‘0’의 개념보다는 중간 정

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Storch, 2002: 127).
32) 상호작용가설은 의미를 위한 협상(negotiation for meaning)에 대한 가설이다. 의미를 

위한 협상이란, 의미 의존적인 다양한 발화들(반복, 확장, 재구조, 재표현, 발전, 변경 등)
의 빈번한 출현을 포함한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상은 관련된 요소의 순환
(recycle)을 가능하게 하고 재구조(reformulation)적 발화를 할 때 목표 문형의 사용 빈도
를 더 높이며 이는 상대 발화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더 부각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협상
의 과정은 학습자들이 학습 형태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학습자의 향상된 집중은 입
력과 산출의 새로운 형태 또는 불일치를 인지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불일치는 학습자로 
하여금 특정 언어(L1과 L2)에 허용되지 않는 언어적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즉, 의미
를 위한 협상을 통해 의미 의존적 발화를 많이 한 학습자일수록 언어 형태에 대한 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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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까지를 생산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습득을 가능하게 한다(1996: 451). 사비
뇽(Savignon, 1991)에서도 ‘협상’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의사소통의 핵심은 
발화 참여자의 의사소통 과정과 전략에 있으며 ‘해석(interpretation)’, ‘표현
(expression)’, ‘협상(negotiation)’을 통해 협동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의사소통
식 교수법(CLT)이 L2 교육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학습자 간 협상이 중
요해졌고 그에 따라 과거에는 수동적 기능으로 여겨졌던 듣기와 읽기도 능동적 기
능으로 인식되었다. 

황정희(Hwang, 2011)에서는 학습자가 짝 활동을 통해서 협상의 과정을 경험하
고 비계 설정을 하기 위해 학습자끼리 협력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야 하며 학습
자가 협력적으로 활동을 할 때만 학습의 기회가 제공된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
가 동일한 의사소통의 맥락 안에서 동일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성공적
인 협동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학습자 간 ‘경쟁’을 요구하는 활동의 상반되는 개념으로 협동 활동을 설명한 연
구도 있다(Johnson·Johnson, 1992; Slavin, 1995).33) 학습자끼리 경쟁이 아니라 
함께 협력을 해서 과제를 수행한다면 그룹의 성공을 위해 학습자들이 서로 도움을 
주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34) 이 과정에서 협력적 그룹 활동은 
학습자의 L2 성취도를 향상시킨다(Johnson·Johnson, 1992; Slavin, 1995). 슬래빈
(1995)은 전통적인 교사-학습자 수업 방식보다 협력 활동이 학습 효과가 좋다고 
했으며 그 근거를 학습자의 동기와 인지에서 찾았다. 전통적 수업 방식에서 교사
는 과제를 수행할 때 학습자들 간 경쟁을 부추겼다. 학습자끼리 경쟁을 할 경우, 
상대방의 실패(‘fail’)를 바라게 되며 타인의 올바른 과제 수행(‘correct answer’)에 
상대적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 반면 협력 과제를 제시해 줄 경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학습자의 동기를 향상시키고 L2 성취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지의 측면에서 학습자 간 협력을 통해 학습자는 비
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으며 더 효과적으로 L2 습득이 가능하다. 

변화의 예측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 근거하여 의미 중심 발화는 습득에
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Long, 1996: 451-454). 

33) 학습자 스스로 정립한 이상적인 자아가 불안의 대상일 수도 있다(Bailey, 1983: 96). 
34) 슬래빈(Slavin, 1995: 3)은 학습자의 ‘경쟁(competition)’이 교사에 눈에 띄기 위한 아첨

하는 듯한(‘sucker’)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습자의 동기를 더욱 저하시키며 상대적으로 성취도가 높은 학습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진
다. 그런 까닭에 경쟁이 L2 학습에 해로운 효과를 준다고 보았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악
의 없이 효율적인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성된다면 경쟁도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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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활동은 교육적 측면뿐 아니라 학습자의 정서적인 면에도 영향을 준다
(Johnson·Johnson, 1992; Slavin, 1995). 슬래빈(1995)은 협력 과제를 통해 학습
자의 자신감이 향상되고 학교, 교실, 동료 학습자에 대한 우호적 감정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35)

협동 학습에서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동기가 부여되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학습자에게 L2 사용의 기회가 주어지면 학습자 간 ‘협상’의 과정
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공동의 목표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학
습자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중국인 학습자처럼 L2 학습에서 소극적
이고 비자발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습자에게 소집단으로 수행하는 협동 과제를 제
시하면 학습자의 능동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L2 교실 내 발생 가능한 발화

소집단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학습자의 L2 발화를 분석하기 위해 발화의 유형
에 대한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대화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화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거나 의사소통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니스와 가스(1985)
는 이러한 발화가 성공적인 담화를 위한 의미 협상의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보았다. 상대 발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담화는 이해를 위한 
협상이나 대화를 연속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발화의 과정이 수평
적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고 각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유발
(trigger)

해답
(resolution)

T → 지침(I) → 응답(R) → 반응(RR)
[그림 Ⅱ-4] 이해 부족 상황을 위한 담화의 과정(Varonis·Gass, 1985: 74)

35) L2 교실에서 협동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학습자의 자신감을 상승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협동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
이며 협동 활동을 통해 두 가지 요소를 얻을 수 있다; 자신의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
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따른 성공에 대한 기대와 동료 학습자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학습
자의 자신감을 형성한다(Slavin, 199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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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trigger: T)’은 상대 발화자의 이해부족을 일으키는 발화이며 ‘지침
(indicator: I)’은 이해부족에 대한 질문 및 도움 요청이다. ‘응답(response: R)’은 
‘유발’을 했던 발화자가 정보를 주거나 발화를 반복하는 것이며 ‘반응(reaction: 
RR)’은 ‘응답’에 대한 최종적 반응이다. ‘반응’은 단답형 대답인 경우도 있고 ‘응답’
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수평적 담화구조는 1회로 끝나지 않고 ‘유발, 
지침, 응답, 반응’의 각 단계에서 새로운 ‘유발’이 발생하여 다양한 담화 구조를 형
성하게 된다. 

일리(1986)는 학습자의 모험시도가 L2 교실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스페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의 발화를 네 가
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1)그룹 활동에 지정된 질문에 반응하기: 정보 제
공-일반적 도출(‘general solicit’) 2)수용된 질문 없이 정보 제공하기: 정보 제공
-자발적 3)교사의 질문에 대응하기: 정보 찾기-일반적 도출 4)수용된 질문 없이 
질문하기: 정보 찾기-자발적. 

셀리저(1977: 265)에서는 학습자의 발화 능력 신장을 위해 ‘연습(practice)’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발화의 길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L2 발화가 요구되는 모든 것
을 ‘연습’이라고 하였다. 학습자가 ‘네/아니요(Yes/No)’만 발화해도 상대 발화자의 
L2가 입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 단답형의 응답도 ‘연습’의 증거가 된다고 보았
다. 

롱과 포터(1985)는 ESL 현장에서 학습자의 유의미한 L2 발화에 대해 설명하였
다. 즉, 학습자의 그룹 활동에서 발견되는 유의미한 학습자 발화를 크게 ‘수정
(repair)’과 ‘개입(prompt)’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수정’이란 동료 학습자의 발화에 
대한 확인, 명확화 요구, 이해 확인, 의사소통 전략(의미의 다양화/ 정의에 대한 
요구/ 어휘의 모호함 명시)을 의미한다. ‘개입’이란 학습자가 동료 학습자의 발화 
중간에 끼어들어 상대 발화자의 발화를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베네트와 캐스(1989)는 학습자가 협력 과제를 수행하며 상호 교류하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학습자의 L2 발화의 개념과 유형을 확인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Ⅱ-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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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그룹 상호작용 분류(Benett·Cass, 1988: 22)

학습자의 발화 유형을 크게 ‘교육적 발화(instructional talk)’와 ‘과정적 발화
(procedural/ management talk)’로 구분하였다. 교육적 발화는 학습자가 협력 과제
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료 학습자에게 정보를 주거나 동료 학습자와 정보를 함께 
찾는 유형의 발화이며 과정적 발화는 담화 내용이나 과제의 목표보다는 구조적 측
면에서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형의 발화이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가능한 발화 유형과 분류를 정리하면 <표 Ⅱ
-4>과 같다. 가장 세부적으로 학습자 간 발화를 고려한 베네트와 캐스(1989)의 
분류를 기본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유의미한 발화를 크게 교육적 발화와 
과정적 발화로 구분한 후 학습자의 발화 유형을 세분화하고자 한다.36) 베네트와 
캐스(1989)에서 분류한 ‘정보 찾기, 교정, 보완’은 롱과 포터(1985)의 ‘수정’과 유
사하다. 그러나 발화 내용 및 어휘에 관한 것이 아닌 문법이나 담화 구조에 관한 
발화일 경우 ‘수정’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발화 내용을 구조에 대한 것으로 간주하
36) 바로니스와 가스(1985)는 발생 가능한 모든 발화가 아닌 협상적 발화 유형만 다루었다. 

류와 자오(2004)는 학습자 간의 발화가 아닌 교사와 학습자의 발화를 분석했고 롱과 포
터(1985)는 상대 발화자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발화만 다루었으며 셀리저(1977)는 단답
식 발화에 의미만 부여했을 뿐 체계적 발화 유형을 보여주지 않았다.

상위 분류
(major category)

하위 분류
(minor category)

하위 범주
(sub-category)

교육적 발화
(Instructional talk)

정보 제공(giving) 설명(explanation)
대답(answer)

정보 찾기(seeking) 제안(suggestion)
판단(judgement)

교정(correcting)
보완(reinforcement) 칭찬(praise)

비판(criticism)

과정적 발화 
(Procedural
/management talk)

보완(reinforcement) 칭찬(praise)
비판(criticism)

관리(management) 지시(directs)
수정(corrects)
질문(questions)
읽기(reads)

속도 조절(p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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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고에서는 이를 베네트와 캐스(1989)에서 설명한 ‘교정’과 같이 과정적 발화
로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바로니스와 가스(1985)의 ‘지침’은 부족한 이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정보 찾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롱과 포터
(1985)에서 ‘개입’으로 분류한 발화 유형을 베네트와 캐스(1989)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입’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여 이를 교육적 발화의 하위 영역으로 포함
시켰다. 

<표 Ⅱ-4> L2 교실 내 발화 유형 분류

베네트와 캐스
(1989)

바로니스와 
가스

(1985)
롱과 포터
(1985)

셀리저
(1977)

일반적
진술

정보 제공
(giving)

유발(T)

개입
(prompt)

응답(R)

질문

정보 요구 및 
탐색

(seeking)
지침(I)어휘/표현에 

대한 탐구
(reinforce-

ment)

교정적
발화

내용 교정
(correcting) 수정

(repair)문법 교정
(reinforce-

ment)

과제
진행

관리
(manage-

ment)
속도 조절
(pacing)

단답식
발화

정보 제공
(giving) 반응(RR) 입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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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대답 중 정보 요구 발화에 대한 응답일 경우는 정보를 제공하는 발화이
므로 베네트와 캐스(1989)에서 설명하는 ‘정보 제공(giving)’에 해당된다. 하지만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단순한 응답이라면 학습자의 입력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발화이며 셀리저(1977)에 따라 학습자의 참여에 의의를 두고 이를 분리시켜 ‘입력
확인’의 하위 영역을 새로 구성한다. 또한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 이야기를 확장하
거나 바꾸지 않고 단순히 스스로 이해했음을 나타내기 위해 상대방의 발화를 반복
하는 것도 ‘입력 확인’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입력확인’은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
에 대해 자신의 이해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바로니스와 가스(1985)의 ‘반응(RR)’
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분류한 학습자의 발화 유형을 정리하면 <표 Ⅱ-5>와 같이 9개의 하
위 영역이 가능하다. 

<표 Ⅱ-5>  학습자의 유의미한 발화 유형 하위 분류 체계와 기호
상위 분류 하위 분류

교육적 발화

정보 제공(IG)
정보 찾기(IS)

교정(IC)
보완(IR)
개입(IP)

과정적 발화
보완(PR)
관리(PM)

속도 조절(PP)
입력확인(I)

이와 같은 하위 발화 유형이 실험수업을 통해 각각 어떻게 실현되는지 확인한 
후 교수·학습의 방향에 적용하고자 한다. 하위 발화 유형은 발화의 내용이나 문장 
구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발화 유형의 교육적 효과가 더 많다고 볼 
수 없다. 한 가지 유형으로만 교수·학습이 이루어져도 학습자가 발화를 한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기 때문에 실험수업을 통해 각 하위 유형의 빈도를 확인하고 산출 
빈도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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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집단 유형별 활동과 학습자 발화 실

1. 연구 방법

1) 연구 차

본고에서는 소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수와 과제의 내용에 따른 학습자의 발
화 양상을 분석하고 교육적 의의를 찾고자 한다. 본 실험을 위해 두 가지 설문조
사를 시행하였다. 첫 번째 설문조사는 실험 전에 학습자들의 소집단 활동에 대한 
생각과 그들의 모험시도를 알아보기 위한 과정이다. 첫 번째 설문조사를 위해 호
르위츠 외(1986)의 FLCAS(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Scale)와 박현
주(2003)의 모험시도 설문지를 참조하였다. 두 번째 설문조사는 각 실험 수업이 
끝난 뒤에 학습자들이 실제로 소집단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
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한 실험수업은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학습자에게 실험의 
목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실험수업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전체적인 연구 
진행 순서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실험수업 진행 과정37) 

37)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계되고 진행된 수업을 ‘실험수업’으로 지칭한다.

일시 실험 내용
2014/5/21 사전 검증 설문

실험
수업

과제1:
이야기 구성하기



과제2:
토론 준비하기



과제 후 
내용

2014/5/28 1차 2인 활동 5~6인 활동 실험 후 
자가진
단 평가

2014/5/29 2차 3인 활동 2인 활동
2014/5/30 3차 5~6인 활동 3인 활동

2014/6/2~5 학습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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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증 설문지를 2014년 5월 21일에 배부했고 2014년 5월 26일에 학습자
의 설문지를 모두 회수하였다. 실험수업은 2014년 5월 28일에 시작하여 총 3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4일에 걸쳐 총 6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학습자의 모든 발화는 MP3 파일로 녹음되었다. 학습자의 각 활동을 10분 동안 
진행하였으며 교사는 “활동 시작”과 “활동 끝”이라는 신호로 과제의 시작과 끝을 
명시하였다. 교사의 지시 없이 학습자들이 녹음기를 절대 만지지 못하게 했으며 
실험수업이 끝난 후 연구자가 학습자의 발화를 유형별로 나누어 전사 작업을 진행
하였다.

2) 연구 도구

수집된 자료는 크게 설문지와 학습자 발화가 있다. SPSS 21.0을 사용하여 수집
된 자료의 통계 분석을 하였다. 1)스피어먼(Spearman) 상관계수를 통해 모험시도
와 L2 불안의 관계와 각각이 발화 빈도와 갖는 관계를 확인하였고 2)분산분석
(ANOVA)을 통해 활동 유형별 발화 빈도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였고 3)대응표본 t 
검정을 통해 활동 과제와 활동 인원에 따른 학습자별 발화 빈도 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1) 학습자 설문  인터뷰

본 연구에서는 실험수업 전에 모험시도, L2 불안에 대한 설문 1회, 실험수업 후
에 학습자 의 만족도와 유창성에 대한 자가진단 평가 3회, 심층 인터뷰 6회를 진
행하였다.

실험수업 전에 학습자들의 모험시도와 L2 불안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모험시도의 설문을 위해 박현주(2003)의 설문지를 참고하였고 L2 불
안을 측정하기 위해 호르위츠 외(1986)의 FLCAS를 참고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소집단 활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가 만든 설문 문항
을 추가하였다(문항2, 3, 4, 5, 8, 9, 16, 21). 이는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포함된 
문항으로 문항에 대한 응답은 학습자들의 소집단 활동에 대한 선호 여부와 믿음을 
확인할 뿐 아니라 소집단 활동을 위한 그룹 선정의 근거를 제시한다.

박현주(2003)는 모험시도와 학습자 성취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회화와 강
독반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의 모험시도를 측정하였다. 모험시도의 종류를 하위 4개
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발표의 적극성, 새로운 표현에 대한 시도, 동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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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시도, 교사에 대한 의사소통시도.38) 전체 설문의 신뢰도는 α=.82로서 신
뢰도가 높은 설문지이다. 호르위츠 외(1986)의 FLCAS는 L2 불안을 측정하기 위
한 설문지로서 ‘①의사소통 불안 ②시험 불안 ③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의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총 3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α=.93
으로 신뢰도가 높은 설문지이다.39)

각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1.0을 사용해 크론바하 알
파(Cronbach's Alpha)40)의 값을 산출했고 신뢰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41)

<표 Ⅲ-2> 설문 문항의 신뢰도
설문도구 신뢰도
모험시도 .748
FLCAS .914

학습자들이 설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세 가지 검증 내용을 통합
하여 하나의 설문지로 제시하였다. 각 문항별 보기는 ‘①=매우 그렇다, ②=조금 
그렇다, ③=그렇다, ④=그렇지 않다, ⑤=조금 그렇지 않다, ⑥=아주 그렇지 않
다’와 같이 6점 척도로 구성하였다.42) 총 29개의 설문 문항은 모두 중국어로 번역
되어 제시되었으며 학습자의 간단한 서술을 요구하는 문항도 포함되었다(부록1 참
조).

38) 모험시도는 교실 수업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교실학습 과정에서 모험시도의 활동은 질문에 대한 대답, 교사와 동료 학습자의 
발표에 대한 비평, 언어학습 과정에서 개인의 추측, 발화 순서에 대한 적극성의 형태로 표
현된다(Bang, 1999; Ely, 1986)는 연구를 근거로 4개의 하위 요인을 설정하였다(박현주, 
2003: 295).

39) 33개의 문항이며 문항의 척도의 수치는 1~5이다. 학습자별로 가능한 최종 수치는 
33~165이다. 미국의 텍사스 대학교에서 108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FLCAS를 실시한 결
과 최종 수치가 45~147(M=94.5, SD=21.4)로 나타났다.

40) 신뢰성의 계수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알파(α)
의 값이 0.6 이상이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고 해석한다(권유진·김영주, 2011: 
34).

41) 본 설문 문항은 연구자가 소집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문항들로서 문항별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 문항의 신뢰도 분석이 무의미하다. 그리하여 본 문항들에 
대한 신뢰도를 구하지 않았다.

42)질문과 상관없이 중간 보기를 선택하는 학습자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척도를 짝
수(6개)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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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시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은 총 7문항이며 FLCAS를 참조한 L2 불안
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은 총 14문항이다. FLCAS의 경우, 본고의 연구 목적
에 따라 시험 불안을 제외한 후, 의사소통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불안을 중심
으로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의사소통의 불안 중에서도 동료 학습자에 대한 내용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기존에 소집단 활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
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설문 문항은 8문항이다.

<표 Ⅲ-3> 측정 내용별 설문 문항

학습자들은 실험수업이 끝난 후에 자신의 발화 유창성과 만족도에 대해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하였다. 가드너와 램버트(Gardner·Lambert, 1972)의 통합적 동기에 
따라 학습자들이 활동에서 동료 학습자와의 교류 정도, 활동에 자신이 기여한 정
도, 활동할 때 성취감 등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만족도를 판단하게 하였다. 학습자 
자가진단 평가는 각 활동이 끝난 직후 바로 이루어져 총 6회 진행되었으며 설문지
는 중국어로 번역되어 제시되었다(부록2 참조). 

3회의 실험수업이 모두 끝나고 학습자는 실험수업에서 수행한 과제에 대한 평가
를 하였다. 중국어로 질문이 제시되었으며 심리적으로 편한 활동과 그 이유, 활동

설문 영역 설문 내용 설문 문항
모험시도

측정
동료 학습자의 오류 수정에 대한 불안 1, 17, 20, 25, 28
동료 학습자와의 한국어 발화에 대한 불안 29
교사의 오류 수정에 대한 불안 11

L2 불안
측정

동료 학습자에 대한 상대적 열등감 7, 12, 18, 22
한국어 교실에서 느끼는 심리적 긴장 10, 14, 15, 19
교사의 발화에 대한 불안 11, 15, 26
한국어 수업의 진행에 대한 불안 13
자신의 발화에 대한 자신감 23, 24

소집단 
활동에 
대한 

학습자 
인식

선호하는 집단 구성 인원수에 대한 정보 2, 3
불안을 느끼는 동료 학습자의 성별, 국적에 

대한 정보 8, 9
상황별 한국어 발화에 대한 불안 심리 4, 16, 21
동료 학습자의 한국어 실력과 학습의 관계에 

대한 생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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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아쉬운 점, 실제 수업에서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 서술하게 하였다(부록2 참
조).

마지막으로 실험수업 후에 설문 결과(모험시도와 L2 불안)에 따라 학습자를 임
의로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L2 교실에서 
불안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의 자발적 발화를 억제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이 필요하였다. 인터뷰의 질문은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하는 내용이었지만 학습자의 
응답에 따라 질문자가 질문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였다.

(2) 발화 분석 방법

① 발화의 독립 단위 분석
학습자 발화의 빈도와 상호작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연속된 발

화를 독립된 발화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니스와 가스(1985)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발화를 발화자

의 목적에 따라 ‘유발, 지침, 응답, 반응’의 단계로 제시하였다. 각 발화 유형에 대
한 횟수는 문장이나 단어가 아닌 발화한 학습자의 목적을 기준으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인 예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1985: 78-79).

140J & 140S
J(1): 그리고 당신의 당신의 음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S(2): (T)제 아버지는 은퇴하셨습니다.
J(3): (I)은퇴?
S(4): (R)네.
J(5): (RR)아~ 그렇군요.
S(6): (T)하지만 아버지는 어 어 기관과 일합니다.
J(7): (I)기관
S(8): (CC/R/T)무엇인지 알아요? 이름이... 나라(state)의 통제 기관 같은 

거예요.
J(9): (RR)아아아아아
S(19): (CC)대충 이해돼요?
J(10): (I)주(state)가 어.. 어떤 종류의 주(state)인가요?
S(11): (R)그게 엄...
J(12): (I)미시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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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처럼 발화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대화의 맥락을 통해 발화자가 140J의 ‘지
침’적 발화에 대해 ‘응답’을 하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S(11)의 발
화 유형은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J(10)처럼 상대 발화에 대한 정보 요구가 완
성된 문장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J(3, 7, 12)처럼 하나의 단어로만 발화될 수도 
있다. 연구자는 문장 구조나 단어의 수와 무관하게 ‘지침’의 목적을 가진 발화를 
모두 독립적인 유형으로 부호화(coding)하였다. 또한 S(13)처럼 J(12)에 대한 ‘응
답’에 이어 바로 ‘유발’적 발화를 했을 때 한 문장이지만 발화의 목적을 다르게 여
겨 연구자는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부호화하였다.

류와 자오(2004)는 바로니스와 가스(1985)의 연구를 바탕으로 협상의 유형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교사와 학습자 간에 발생한 발화를 바탕으로 협상의 과정을 
통한 언어적 환경이 중국인 학습자의 교실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
기 위한 연구였다. 협상의 횟수와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연속적인 발화를 협상의 
유형에 따라 독립된 발화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발화를 바로니스와 가스(1985)의 
부호화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협상의 과정에서 나타난 발화 유형을 확인하였
다. 

본고에서는 <표 Ⅱ-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발화 유형을 교육적 발
화(IG, IS,IC, IR, IP), 과정적 발화(PR, PM, PP), 입력확인 발화로 분류한 후 바
로니스와 가스(1985)와 류와 자오(2004)에서 사용한 기준으로 발화 측정 단위를 
구분한다. 

발화 내용을 통해서 학습자의 상호작용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소집단 활동을 
할 때 학습자들은 순서를 정해서 발화를 하지 않는다. 임규홍(2001)은 “말하는 사
람의 발화 내용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반응을 하고 말하기의 진행에 개입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입’을 ‘끼어들기’로 설명하며 끼어들기의 유형에 대해 
외형적 상태/담화 주제 결속상의 개념과 방법/기능적 유형이 존재한다고 하였
다.43) 소집단 활동에서 학습자의 ‘끼어들기’ 발화를 중심으로 상호작용의 유형을 

43) ‘외형적 끼어들기’는 ‘이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

S(13): (R/T)아니요, 국가 전체요.
J(14): (I)아니요(맞장구) 정부?
S(15): (R)국가 전체, 국가 전체, 예를 들어서 음 베네수엘라의 음 정부의 

기관 알아요?
J(16): (RR)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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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고자 한다. 임규홍(2001)에서 제시한 기능적 끼어들기의 유형과 본고에서 
정리한 하위 유형의 대응 관계를 정리하면 <표 Ⅲ-4>와 같다.

<표 Ⅲ-4> 끼어들기의 기능적 유형(임규홍, 2001)과 하위 발화 유형의 관계
임규홍(2001) <표 Ⅱ-5>

수용태도 호응하는 끼어들기 I 유형
부정하는 끼어들기 I, IP 유형

진행상태
말 이끄는 끼어들기 주제 이끄는 끼어들기 I, IS 유형

주제 바꾸는 끼어들기 IP 유형
말 끝내는 끼어들기 말 빼앗는 끼어들기 IP 유형

대화 끝내는 끼어들기 IP 유형

정보이해

정보 묻는 끼어들기 IR, IS 유형
정보 확인하는 끼어들기 IR, IS 유형
정보 보충하는 끼어들기 IP, PR 유형
정보 수정하는 끼어들기 IP. PR 유형
감정 표현하는 끼어들기 I, IP 유형

② 학습자 간 관계 형성 유형 분석
 발화의 빈도의 양적 측정만으로는 학습자의 활동 참여 양상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과제 수행 중 학습자가 수행하는 역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베니와 쉬
츠(Benne·Sheats, 1948)는 그룹 활동에서 지도자(‘leader’)뿐 아니라 구성원
(‘member’)도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고 그룹 내에서 형성 가능한 구
성원의 역할을 범주화하였다: ‘그룹 과제 수행 역할(group task roels)’, ‘그룹 형
성 및 유지 역할(group building and maintenance roles)’, ‘개인적 역할(individual 
roles)’. 베니와 쉬츠(1948)의 연구를 바탕으로 김승현(2014: 156-157)에서도 

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발언권을 빼앗아 말을 하는 경
우’가 있는데 이는 ‘담화 주제 결속의 차원에서 끼어들기’라고 할 수 있다(임규홍, 2001: 
323). 즉, ‘끼어들기’는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이는 ‘개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비언
어적 끼어들기까지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발화를 녹취
한 후 분석을 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요소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고 학습자의 발화 형태나 
의도, 발화의 상황을 중심으로 ‘끼어들기’의 양상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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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구성과 상호작용 관련 역할을 기준으로 토론 활동 참여자의 구체적 역할을 
기술하였다. 학습자의 그룹 내 역할과 발화 빈도를 기준으로 5인 구성 소집단에서 
형성된 관계를 유형화하였다. 발화 빈도와 역할을 기준으로 김승현(2014)에서 학
습자 간 관계　유형을 제시하였다([그림 Ⅲ-1]).44)

분산형 구성원의 일부가 
침묵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형태임.

그물형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교류함.

중앙집중형Ⅰ
주도자를 중심으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짐.

중앙집중형Ⅱ 주도자 중심으로 
대화가 진행됨.

나머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도 활발함.

[그림 Ⅲ-1] 학습 대화 참여자 간 관계 형성 유형(김승현, 2014: 152)

본고에서도 학습자의 발화 빈도와 역할을 관계 형성 유형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본고의 실험수업 과제가 협동적 과제라는 측면에서 김승현
(2014)에서 제시한 역할 중 토론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역할을 제외한다. 또한 
‘지도자’와 ‘방관자’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
어서 실험수업 참여자의 관계 형성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학습자의 전체 발화에 
대한 ‘적극적 발화’의 비율을 근거로 학습자의 역할을 점검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베니와 쉬츠(1948)와 김승현(2014)의 역할에 대한 분류를 ‘지도적 성향(leading)’
을 기준으로 ‘적극적’ 발화와 ‘소극적’ 발화로 재분류하였다.

44) 김승현(2014)은 '주도자'를 편의상 한 명으로 제시했지만 논쟁 대화에서는 두 명의 주도
자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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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그룹 발화시 학습자의 역할 구분 틀
베니와 쉬츠(1948) 김승현(2014)

적극
적

발화

과제 수행
/지식 구성 

방향 제시자,
비판적 평가
자, 과정 조
정자

안내자, 정보 탐색자, 
의견 탐색자, 정보 제
공자, 의견 제시자, 
평가자, 조정자, 
분위기 조성자

문제 제기자, 
검토자

그룹 형성&
유 지 / 사 회 적 
상호작용

중재자, 
타협자, 
발화 유도자, 

격려자, 진행자, 
기준 제시자

수렴자, 
동조자

소극적 발화
그룹 과제 수행 역할(서
기), 그룹 형성 및 유지 
역할(관찰자, 수동적 참
여자), 개인적 역할

지식 생성 저해(공격자, 거
부자), 관계 형성 저해(대
화 지배자, 은둔자)

발화 빈도가 낮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방관자’가 그룹 내에 있으면 이는 ‘분
산형’에 속한다. 반면 발화 빈도가 높고 발화를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지도자’가 존
재한다면 이는 ‘중앙집권형’에 속한다. 지도자 외 참여자의 발화 적극성에 따라 ‘중
앙집권형Ⅰ’, ‘중앙집권형Ⅱ’로 구분된다. ‘지도자’와 ‘방관자’ 없이 모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발화를 구성한다면 이는 ‘그물형’이다. 

3) 연구 상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으로 학습자의 국적, 성별, 한
국어 수준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웬과 클레멘트
(2003)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주변 평가에 민감한 성향(other-directed self)이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학습자의 모국어 영향보다는 학습자의 성장 배경 
및 문화적 성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교육을 받고 중국의 교육 
문화에 길들여진 학습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성별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Aida, 1994; 최정
순·안경인, 2009)와 학습자의 성별이 L2 불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염규
을, 1998, 권유진, 2011)와 학습자의 성별이 학습자의 발화 빈도에 큰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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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연구(Bennett·Cass, 1989)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성별을 
소집단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으로 판단하였다.45) 또한 록하드와 홀
(1976)의 연구를 통해 확인했듯이 소집단 내 성별 비율에 따른 성취도의 격차는 
활동 내용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학습자의 수준은 고급으로 선정하였다. 고급의 경우 초급, 중급보다 학습자의 자
유로운 발화를 요구하는 활동이 많다. 또한 권유진·김영주(2011: 37)에서 학습자
의 외국어 불안을 측정한 결과,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학습자가 느끼는 불안의 정
도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의 학습자 수준을 고급으로 선
정하였다. 학습자의 수준을 고급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학
습 중이거나 공신력이 있는 시험의 점수가 필요할 것이다. 

위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성균관대학교의 부설어학원인 성균어
학원의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실험수업에 참여한 
중국인 학습자 27명은 모두 성균어학원에서 5급이나 6급의 과정을 이수중인 학습
자로서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실험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습자가 
성균어학원에서 최소 4개월 동안 정규과정을 이수하였다. 또한 학습자 모두 중국
에서 초·중·고등의 교육을 받았다. 학습자 연령의 평균은 21.74(±2.07)세 이며 학
습 기간의 평균은 11.7(±5.7)개월이다. 남자 학습자는 6명이고 여자 학습자는 21
명으로 구성됐다. 각 학습자의 성별, 연령, 한국어 학습 기간에 대한 정보는 다음
과 같다.

45) 최정순·안경인(2009)에서 가설 “성별에 따라 불안의 정도에 유의적 차이가 있을 것이
다.”를 검증한 결과 남성 집단의 불안 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로 여성 집단보다 높게 나타
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주요하게 여기는 불안의 요인은 다르지 않게 측정되었으며 학
업 성취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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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피험자 정보

No. 연령 성별 한국어 학습 
기간(개월) No. 연령 성별 한국어 학습 

기간(개월)
A 25 여자 8 O 23 여자 8
B 20 여자 18 P 25 남자 12
C 22 여자 7 Q 23 여자 8
D 21 여자 10 R 19 남자 12
E 23 여자 30 S 23 여자 9
F 19 여자 9 T 23 남자 9
G 23 여자 9 U 25 여자 11
H 19 남자 9 V 20 여자 10
I 23 여자 18 W 22 여자 24
J 20 남자 6 X 23 여자 9
K 20 남자 9 Y 21 여자 18
L 18 여자 5 Z 20 여자 18
M 19 여자 10 a 24 여자 9
N 24 여자 11

4) 실험수업을 한 과제 설계46)

본고에서는 성균어학원에서 사용 중인 교재인 『말하기 쉬운 한국어』 9, 10권
을 바탕으로 과제를 구성하여 실험수업을 하였다.47) 교재 선택의 이유는 학습자들
에게 친숙하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주제나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욕 저하를 표명한다(Bang, 1999). 또한 남녀 비율에 따른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학습자가 선행 경험이 있는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Lockheed·Hall, 1976). 

두 권에 수록된 과제의 소집단 활동들을 두 가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룹을 
구성할 때 참여 인원의 유동적 조절의 가능성, 협동 과제의 수행 가능성.

46) 실험수업에서 학습자들이 진행하게 될 활동을 ‘과제(task)’로 지칭한다. 인원수에 따라 
다른 것을 ‘활동’으로 지칭하는 것과 구분하기 위함이다.

47) 성균어학원의 5급 과정은 문법과 회화를 별도로 진행한다. 회화 수업의 경우 8주의 수
업을 위해 9권과 10권을 각 4주씩 진행한다(2014년 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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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말하기 쉬운 한국어』9, 10 활동 내용 분석
활동 
유형 활동 내용 인원수 

제약48)
협동적 
과제

역할극
49)

⦁역할 정해서 가족 회의하기(9권 3과) ○ ○
⦁대화의 기술 활용하여 하루 일과 완성하기(10

권 1과) ○ ○

⦁역할 정해서 모의재판하기(10권 3과) ○ ○
생각 
공유
하기

⦁상황 속에서 판단하기(9권 1과) × ×
⦁대화의 목적에 따른 장소 선정하기(10권 1과) × ×

토론
하기

⦁유명인의 공개적인 자선 활동/ 빈곤 국가 지원
에 대해 찬반 토론하기(9권 3과) × ×

⦁대학교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기(10권 2과) × ×
공동 
생성
하기

⦁의성어, 의태어로 로고송 만들기(9권 4과) × ○
⦁사진 순서 정하여 이야기 만들기(9권 5과) × ○
⦁육하원칙에 따라 이야기 완성하기(9권 5과) × ○

발표
하기50) ⦁광고 제작 기획안 만들고 발표하기(9권 4과) × △



실험 과제1
토론 준비하기 – ‘토론하기’의 토론 
전 단계에서 정보 찾아 준비하기

실험 과제2
공동 생성하기 – 사진 4장의 순서 

정하고 이야기 구성하기

48) 실제 교과과정과 별도로 해당 활동을 학습자에게 과제로 부여할 때 인원을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49) Brown(2000)에서 전형적인 그룹 활동의 유형을 열두 가지로 분류했고 그 중 역할극
(role-play), 상황극(simulation), 드라마(drama)가 있다. 역할극은 1)구성원에게 역할이 
부여되어야 하며 2)구성원에서 목표 부여를 설명해야 한다. 상황극이란 가상의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드라마는 역할극과 상황극에 줄거리와 대본이 갖추어진 더 정
교한 형태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역할극의 조건에 초점을 두고 역할극, 상황극, 드라마 
모두를 총칭해서 ‘역할극’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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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활동 유형을 찾기 위해 학습자들이 수행할 과제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학습자 간 협동을 요구하는 과제이며 둘째는 인원수의 제약이 없는 
과제이고 마지막으로는 유형이 동일한 상태에서 내용의 변화가 활발한 과제이다. 
실험수업에서 학습자들은 그룹의 규모에 따라 동일한 유형의 과제를 세 번 수행하
게 된다. 즉, 유형은 같지만 내용이 다른 과제를 세 가지 준비해야 한다. 이 세 가
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제는 ‘공동 생성하기’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 생성
하기’ 과제 중 ‘사진 순서 정하여 이야기 만들기’ 과제로 실험수업을 한다.51) 또한 
‘토론하기’ 과제의 경우, 실제로 토론을 할 때는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활동에 참여하는 학습자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토론을 
하기 위해 찬성과 반대로 그룹을 나누면 각 그룹 안에서 공동의 목표가 설정되고 
정보를 공유, 교환하기 위해 협동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공동 생성하기’ 유형 중 ‘사진 순서 정하여 이야기 만들기’ 과제와 
‘토론하기’의 과제에서 ‘토론’의 전 단계까지의 활동을 선정하여 실험수업을 진행하
고자 한다. 두 가지 과제로 실험수업을 하려는 이유는 한 가지 과제로만 실험을 
했을 경우 실험 당시 학습자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
다. 상황적 변수에 대한 영향을 줄이고자 두 가지 과제에서 학습자의 발화를 분석
하여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참여 인원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활동 과제에서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자질에 따라 참여가 달
라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자 함이다. ‘이야기 만들기’ 과제는 정해진 정보
가 없는 상태에서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 과제
라면 ‘토론 준비하기’ 과제는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이해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주
어진 정보를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제이다. 

실험수업은 ‘이야기 만들기’ 과제를 한 후 ‘토론 준비하기’ 과제로 진행되어 하루
에 각 과제를 하나씩 하게 된다. 각 차시의 실험수업을 위한 과제 진행 과정과 내

50) 활동의 목적은 학습자끼리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과 결정의 과정을 거쳐 발표를 준비하
는 것이지만 실제로 학습자들의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에서 협동적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
다.

51) ‘공동 생성하기’ 유형에서 ‘의성어, 의태어 활용하여 로고송 만들기’와 ‘육하원칙에 따라 
이야기 완성하기’ 활동은 협동 과제와 인원수 제약 부분에서 조건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광고할 상품과 상품의 특징에 맞는 의성어, 의태어
를 제시해야 하는데 학습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의성어, 의태어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육
하원칙에 따라 이야기 만들기’의 경우, 교사가 육하원칙 중 다섯 가지의 내용을 충분히 설
명하여 제공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내용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은 교사에게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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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그림 Ⅲ-2]와 같다.

[그림 Ⅲ-2] 실험수업 과제 진행 과정

각 실험수업은 ‘도입-전개-활동’의 단계로 진행된다. 소집단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교사 중심의 교실 전체 활동으로 간단한 도입과 전개하여 학습자들이 소집단 
활동을 시작하면 바로 발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야기 구성하기’ 과제의 
경우 ‘도입’에서 교사 중심적인 수업 방법으로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가능한 이야
기를 만든다.52) ‘도입’에서 한 장의 사진으로 이야기 만들기를 연습한 후 ‘전개’에
서는 영화 속 장면을 4장의 사진으로 제시한다. 교사는 각 사진의 상황에 대해 영
화 속 장면을 보고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한다. 실제 영화 속의 내
용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토론 준비하기’ 과제에서는 시작 전에 주제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
52) ‘도입’을 위한 사진은 『말하기 쉬운 한국어』 9권 5과에 제시된 사진을 사용하였다.

이야기
만들기
활동

도입 ― · 사진을 보고 이야기 만들기(교사 중심)


전개 ―
· 영화 속 장면을 통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

실 확인: 장소, 등장인물, 옷차림, 소품 등(PPT 
제시)



활동 ― · 소집단 활동(영화 속 장면을 유인물로 제시)


토론
준비하기

활동

도입 ― · 주제 관련 자료 보고 주제 추측하기


전개 ― · 토론 주제의 찬·반 의견 확인하기


활동 ― · 소집단 활동
(준비한 의견 작성할 수 있는 유인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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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필요가 있다. ‘도입’에서는 주제를 노출시킬 수 있는 동영상이나 관련 자료를 
보여준다. 무엇에 대해 토론을 할 것인지 학습자들이 추측하도록 한다. ‘전개’에서
는 토론을 준비할 주제를 교사가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도출 가능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함께 이야기한다. 

‘도입’과 ‘전개’의 단계에서는 교사 중심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학습자들이 소
집단 활동을 시작하는 ‘활동’의 단계에서 교사는 개입을 전혀 하지 않는다.53) ‘이
야기 구성하기’ 과제는 각 그룹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산출해야 하며 ‘토론 준비하
기’ 과제는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하기 전에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
임을 학습자에게 항상 명시한다.

이와 같이 선정된 과제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
로 실험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학습자들의 참여 빈도와 양상을 확인한 후 교수·
학습의 모형에 반영한다. 

2. 학습자 설문  인터뷰 분석

1) L2 불안과 모험시도

(1) 한국어 교실에 대한 L2 불안
L2 불안에 대한 설문 항목과 학습자 응답 비율은 <표 Ⅲ-8>과 같다. 학습자가 

응답한 보기의 숫자가 작을수록 학습자의 불안이 높은 것으로 분석한다.
8개의 문항에서 30%이상의 학습자들이 L2 불안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54) 그 중 문항12, 문항24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학습자들이 높은 불안을 
보였다. 반면 문항11, 문항13, 문항14를 통해 L2를 발화해야 하는 L2 교실의 환
경에 대해서는 많은 학습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로 발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발화를 하는 편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문항22, 문항23.

53) 코헨(1994: 3)은 협력적 활동을 교사의 직접적 또는 중재적 관리 없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54) 각 문항에 대해 ①,②,③ 보기를 선택한 응답자의 총합을 백분율로 나타냈다. 단, 역순으
로 측정한 문항에 대해서는 ④,⑤,⑥ 보기의 응답자 총합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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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학습자 설문조사 
-한국어 교실 내 중국인 학습자의 외국어 불안(단위: %)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보다 한국어 실력이 좋은 학생과 활동을 할 때 불편하다.
0 7.41 33.33 25.93 14.81 18.51

10. 한국어 교실에서 긴장을 많이 해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을 잊는다.
0 0 18.51 37.03 33.33 11.11

11. 교사가 내가 만드는 실수를 고쳐 주는 것이 두렵다.
0 7.41 7.41 25.93 33.33 25.93

12. 다른 학생들이 나보다 실력이 좋다고 생각한다.
3.7 7.41 37.03 44.44 3.7 3.7

13. 한국어 교실에서 수업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 따라가기 어렵다.
0 0 14.81 40.74 37.03 7.41

14.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로 말하면 긴장된다.
0 3.7 33.33 25.93 22.22 7.41

15. 교사가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긴장된다.
3.7 11.11 33.33 18.52 22.22 11.11

*18. 동료 학습자와 활동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짝에게 이야기한다.
3.7 25.93 48.15 22.22 3.7 0

19. 한국어로 말할 때 문법을 생각하면 말하기 전부터 긴장된다.
3.1 11.11 18.52 33.33 25.93 3.7

22. 내가 한국어로 말할 때 다른 학생들이 웃을 것이 걱정된다.
0 7.41 18.52 25.93 33.33 14.81

23.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로 말할 때 스스로 자신감이 없다.
0 3.7 22.22 25.93 25.93 18.52

*24.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로 말할 때 실수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3.7 18.52 29.63 37.03 7.41 3.7

26. 한국어 교실에서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겁을 먹는다.
0 7.41 33.33 25.93 22.22 11.11

27. 한국어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나보다 한국어를 훨씬 잘한다고 항상 
생각한다.

3.7 3.7 37.03 25.93 18.5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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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우 그렇다, ②=조금 그렇다, ③=그렇다, ④=그렇지 않다, ⑤=조금 그렇지 않다,  
⑥=아주 그렇지 않다
**각 문항별 응답 비율은 소수점 3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번째 자리까지 표기
하였다. 전체의 합이 100이 아닐 수 있다.
***문항 18, 24번은 불안을 측정하는 보기의 척도가 다른 문항과 반대이다. 신뢰도를 분석
할 때 역순으로 분석했으므로 L2 불안의 정도를 보기의 역순으로 측정한다.

(2) 학습자 발화 유창성과 만족도
학습자들은 각 실험수업에 대해 스스로의 유창성과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표 Ⅲ-9> 발화 유창성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단위: %)
① ② ③ ④ ⑤ ⑥

이야기
만들기

2인 0 0 29.63 44.44 18.52 7.41
3~4인 0 0 33.33 48.15 18.52 0
5~6인 0 0 25.93 51.85 18.52 3.7

토론
준비하

기

2인 0 0 25.93 51.85 22.22 0
3~4인 0 0 37.03 59.26 3.7 0
5~6인 0 0 37.03 51.85 11.11 0

*①아주 잘함 ②잘함 ③조금 잘함 ④조금 못함 ⑤못함 ⑥아주 못함
**문항별 응답 비율은 반올림하여 소수점 2번째 자리까지 표기하였다. 전체 합이 100이 아
닐 수 있다.

<표 Ⅲ-10> 발화 만족도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단위: %)
① ② ③ ④ ⑤ ⑥

이야기
만들기

2인 3.7 3.7 25.93 37.03 29.63 0
3~4인 0 3.7 25.93 48.15 22.22 0
5~6인 0 0 33.33 44.44 22.22 0

토론
준비하

기

2인 0 7.41 18.52 51.85 22.22 0
3~4인 0 0 33.33 55.56 11.11 0
5~6인 0 0 29.63 51.85 18.52 0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조금 만족 ④조금 불만족 ⑤불만족 ⑥아주 불만족
**문항별 응답 비율은 반올림하여 소수점 2번째 자리까지 표기하였다. 전체 합이 100이 아
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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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9, 10>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자신의 발화가 유창
하지 않았다고 여기며 자신의 발화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야기 만
들기’와 ‘토론 준비하기’ 과제에서 활동 인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60% 
이상의 학습자들이 부정적으로 자신의 발화를 평가하였다. 

(3) 한국어 교실의 모험시도
우선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실에서 지니고 있는 모험시도를 확인하기 위

한 설문 항목과 학습자 응답 비율은 다음과 같다. 학습자가 응답한 보기의 숫자가 
작을수록 모험시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한다.

<표 Ⅲ-11> 학습자 설문조사
-한국어 교실 내 중국인 학습자의 모험시도(단위: %)

*①=매우 그렇다, ②=조금 그렇다, ③=그렇다, ④=그렇지 않다, ⑤=조금 그렇지 않다,  
⑥=아주 그렇지 않다
**문항별 응답 비율은 반올림하여 소수점 2번째 자리까지 표기하였다. 전체 합이 100이 아
닐 수 있다.
***문항 1, 17, 28, 29번은 모험시도를 측정하는 보기의 척도가 다른 문항과 반대이다. 신
뢰도를 분석할 때 역순으로 분석했으므로 모험시도의 정도를 보기의 역순으로 측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 동료 학습자와의 활동은 한국어 말하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18.51 62.96 14.81 0 3.7 0
11. 교사가 내가 만드는 실수를 고쳐 주는 것이 두렵다.

0 7.41 7.41 25.93 33.33 25.93
*17. 동료 학습자에게 나의 틀린 곳을 지적하거나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다.

7.41 33.33 37.03 3.7 11.11 0
20. 한국어를 교정 받고 싶어도 동료학습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다.

0 0 3.7 25.93 44.44 22.22
25. 다른 학습자가 나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싫다.

0 0 3.7 51.85 22.22 22.22
*28.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14.81 40.74 37.03 0 3.7 3.7
*29.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7.41 3.7 40.74 40.74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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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의 모험시도는 높은 편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모험시도 측정 문항 중 1
개의 문항에 대해서만 학습자들은 낮은 모험시도를 보였다: 문항29.55) 반면 동료 
학습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학습자
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문항17, 문항20, 문항25, 문항28. 이를 통해 학습자들
이 동료 학습자와의 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소집단 활동에 한 학습자의 믿음

연구자가 중국인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집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문항을 추가하여 확인했고 실험 전에 7개의 문항을 통해 소집단 활동에 대한 학습
자의 생각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실험이 끝난 후 실험의 내용에 대한 평가도 이루
어졌다. 우선 실험 전 학습자의 믿음에 대한 각 항목별 응답 비율은 <표 Ⅲ-12>
와 같다.

<표 Ⅲ-12> 학습자 설문조사-소집단 활동에 대한 학습자 정보(단위: %)

55) 각 문항에 대해 ④,⑤,⑥ 보기를 선택한 응답자의 총합을 백분율로 나타냈다. 단, 역순으
로 측정한 문항에 대해서는 ①,②,③ 보기의 응답자 총합을 나타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개인 활동보다 동료 학습자와의 활동을 선호한다.

14.81 51.85 29.63 0 3.7 0
3. 그룹 활동(3명 이상)보다 2명의 활동을 선호한다.

7.41 44.44 11.11 29.63 3.7 3.7
4. 수업을 할 때 동료 학습자과 이야기하는 것이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보

다 편하다.
7.41 37.03 33.33 11.11 7.41 3.7

5. 동료 학습자의 한국어 실력이 동료 학습자와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 
3.7 33.33 25.93 22.22 7.41 3.7

8. 나와 국적이 다른 학생과 활동을 할 때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
0 11.11 22.22 33.33 14.81 18.51

9. 나와 성별(남/여)이 다른 학생과 활동을 할 때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
0 7.41 14.81 33.33 33.3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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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우 그렇다, ②=조금 그렇다, ③=그렇다, ④=그렇지 않다, ⑤=조금 그렇지 않다,  
⑥=아주 그렇지 않다  

학습자는 개인으로 하는 학습보다는 동료 학습자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
며(문항2) 3명 이상의 소규모 그룹 활동보다는 2인으로 구성된 짝 활동을 선호한
다(문항3). 또한 동료 학습자의 한국어 실력이 소집단 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
다(문항5). 그러나 L2 교실에서 동료 학습자와의 발화보다는 선생님과의 발화가 
심리적으로 편하다고 응답하였다(문항4).

그러나 실험이 끝난 후 학습자에게 심리적으로 편했던 활동 유형(문항42)을는 
질문을 했을 때 학습자의 응답은 실험 전 “그룹 활동(3명 이상)보다 2명의 활동을 
선호한다.”(문항3)에 대한 응답과 달랐다. 소집단 활동 인원수에 대한 학습자 선호
도 변화를 정리하면 <표 Ⅲ-13>과 같다.

<표 Ⅲ-13> 소집단 활동 인원에 대한 선호도 변화(단위: 명)
실험 전 설문(문항3) 실험 후 설문(문항41) 응답자

2인 활동 선호 

2인 활동 선호 5
3~4인 활동 선호 6
5~6인 활동 선호 6

3인 이상 활동 선호 

2인 활동 선호 2
3~4인 활동 선호 6
5~6인 활동 선호 2

<표 Ⅲ-13>을 통해 처음에 2인 활동을 선호했던 17명 중 5명을 제외한 12명
이 3인 이상의 활동에서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
면 3인 이상의 활동을 선호했던 학습자 중 2명만이 실험 후 2인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수업에서 학습자들이 3인 이상으로 그룹이 구성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심리적 불안을 덜 느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유형을 고른 이유
를 서술하도록 했으며 인원수별로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56)

56) 설문지에는 학습자들이 중국어로 서술하였다.

16. 나와 다른 국적의 학생과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11.11 7.41 44.44 29.63 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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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활동 유형 선호 이유

2인 활동을 선호한 학습자의 근거는 자신의 발화 기회가 많고 자신의 의사 전달
이 명확하다는 데에 있다. 

◎3~4인 활동 유형 선호 이유
(피험자A)인기 화제에 대하여 상세하게 토론할 수 있다.
(피험자H)친구들끼리 같이 토론하면 더 많은 생각을 들을 수 있고 자신의 생각

도 통과시킬 수 있다.
(피험자J)사람이 많아도 좋지 않고 너무 적으면 아이디어나 생각이 적을 수도 

있어서 좋은 방안을 내세울 수 없다.
(피험자K)두 사람에서 3~4명이 같이 교류하면 더 좋을 것 같다. 5~6명이면 사

람이 좀 많아서 의견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3~4명이 이
야기하는 것을 주장한다.

(피험자N)말하는 방법이 비교적 부담이 없다.
(피험자O)3~4명이 토론하면 사람의 수가 적절하다. 자기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다. 분위기도 좋다.
(피험자P)토론할 때 사람마다 다른 관점을 내세우기 때문에 같은 의견을 결정할 

수 있다.
(피험자Q)3~4명 토론하면 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 5~6명 같

이 토론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없다.

(피험자C)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다. 
(피험자B)2명이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4명이면 자신의 의견을 뚜

렷하게 표현할 수 없다. 
(피험자D)2명이 토론하면 이야기할 기회가 많고 의견을 정리할 때 어려움이 없

다.
(피험자E)2명이 같이 토론하면 자신의 생각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피험자G)2명이 토론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의사소통이 더 쉬운 것 같

다.
(피험자I)말하는 기회가 많다. 말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 자세하게 설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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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인 활동의 경우 5~6인은 인원이 많고 2인은 인원이 적어서 3~4인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한 학습자가 4명이었다. 그 외의 의견에서 인원수에 대한 선호 여
부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3~4인 활동일 경우 긍정적 분
위기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5~6인 활동 유형 선호 이유

5~6인 활동을 선호한 학습자의 이유는 대체적으로 ‘의견 및 아이디어가 많다’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5~6인 유형을 선호한 학습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발화하
는 것보다는 다른 학습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 근거로 
설명하였다. 이는 5~6인 활동을 선호하는 학습자들이 인원이 많은 경우 긍정적인 
자세로 활동에 임하지만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지니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그룹의 활동 유형 즉, 소집단 구성원의 수를 
정리하면 <표 Ⅲ-14>와 같다.

(피험자R)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고 많은 한국어를 연습하였다.
(피험자S)사람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잘 표현할 

수 있다. 다른 친구의 생각도 잘 들을 수 있어서 좋다.

(피험자T)5~6명의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면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피험자U)많은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다.
(피험자V)사람이 많아서 분위기도 좋고 하는 말도 많아서 좋다.
(피험자W)여러 사람이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다.
(피험자X)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재미있는 것 같

다.
(피험자Y)6명이 같이 이야기는 하는 것이 구어 연습에 도움이 많이 된다.
(피험자Z)6명이 같이 활동하면 의견을 많이 모을 수 있고 더 넓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더 재미있다.
(피험자a)사람이 많으면 의견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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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소집단 활동 인원에 대한 학습자의 최종 선호도(단위: 명)
활동 인원 2인 3~4인 5~6인

선호도 7(25.93%) 12(44.44%) 8(29.63%)

3) 사회·문화 으로 형성된 학습 태도

학습자의 태도는 학습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L2 학습의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학습자의 태도를 좌우하기도 한다.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믿음, 감정, 의도 등의 학습자 태도는 L2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준
다(박경자·장복명, 2011). 학습자의 태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실험수업이 모두 끝
난 후 L2 불안과 모험시도의 수준에 따라 학습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총 6명의 학
습자에 대해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한국어 수업 시간에 자발적 발화와 참
여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을 했고 학습자의 응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
누어졌다: 중국인 학습자 성향, 개인적 성격.

(1) 중국인 학습자 성향
(ㄱ) <피험자a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Q. 수업 시간에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A.
 

부끄러워요. 다들 다 말하는 거 생각해요. 다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어를 잘 사용할 수 없는다고 생각해요. 

Q. 잘못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A.

 

부끄럽지 않아지만 좀 말하지 아니요 그냥 수업 듣고 음 숙제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는 거 듣는 거 좋아요. 중국에서 수업 그냥 선생님 가르치고 학생
들 듣고 그냥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 한국 왔기 때문에 좀 음 적응할 수 
없는 거 같아요.   

(ㄴ) <피험자A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Q. 수업시간에 스스로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A. 사실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다 조용하게 있어서 한 거 좀 창피하고 아마 저는 말

하면 어떤 친구는 “아 그 친구가 또” 이런 거. 
Q. 말하는 내용이 틀릴까봐 걱정돼요?
A. 아니에요. 특히 중국 사람 중에서 이런 상황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외국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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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의 학습 태도는 중국 교육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업 시간에 “다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지만 교사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발화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ㄴ)과 (ㄷ)을 통해서  중국 학습자
의 경우 동일한 언어권의 학습자가 L2 교실에 함께 있을 때 영향을 받는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런 응답 역시 교사 중심적인 수동적 학습에 익숙해져 있는 중국
의 학습 환경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 발화가 
없는 이유 자체가 중국 학생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중국인 학습자가 L2 교실에 많
을 경우 학습자들의 발화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터뷰 내용은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한 중국의 집단주의적 성향
에 따른 체면 중시 성향을 확인시켜 준다.

(2) 개인적 성격

57) KGSP는 ‘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for Graduate Students(한국정부
초청외국인장학생)’의 약자이다. 정부초청장학생은 다양한 국가에서 오기 때문에 한국어 
교실이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로 구성될 수 있다.

하고 친해서 한국말이 잘해서 그 친구들이 좀 “그 친구 또!” 이렇게 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친구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말하는 것이 좀 창피하고 이
런 거 그래서 다 안 말해요. 저만 아는 거 아니에요.

Q. A 씨가 직접 들었어요?
A.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딱 들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사실, 중국 사람끼리는 한
국어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이 한국어로 말하면 “너 왜 이래. 중국사
람 있잖아” 그래서 조용히 하는 거 아마

Q. 교실에 중국 사람이 A 씨 혼자면 말을 더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A. 네, 말해요. 옛날에 4급 전에 KGSP57) 같이 수업하는 것이 좋아요. 반에서 중국 

사람 5명 정도만 있어서 말이 많아요. 지금 거의 다 중국 사람이어서 한 마디도 
없어요.             

(ㄷ) <피험자O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Q.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말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A. 다 중국 학생이라서 말이 없는 거 같아요. 4급 때도 말이 적었어요. 

(ㄹ) <피험자R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Q. 수업 시간에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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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것은 어려운 거 같아요. 친구들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해요. 
다 말하지 않고 있어요. 나도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말이 별로 없는 거 같아
요. 분위기 영향을 줘요.           

(ㅁ) <피험자O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Q. 수업 시간에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A. 이야기할 때 모르는 단어도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리고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에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조금 바꿨어요. 중국에서 하나도 말 안
했어요. 선생님이 이름 부르면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말 못해요. 어떻게 
말 표현하 해야 하는지 몰라요.      

(ㅅ) <피험자N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Q. 수업 시간에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A.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저에게 질문하면 대답했어요. 저는 음 다른 이번 학기도 
문법 이런 거 심화듣기 좋았어요. 이런 읽기와 쓰기는 사실 2급부터는 제일 나
쁜 과예요. 근데 지금 문법도 이해할 수 없어서 회화 시간 말하기 있는 것은 조
금 문법 잘못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Q. 친구들이 N씨의 말을 듣는 게 싫어요?
A. 아니요. 문법을 못하면 말하면 싫지 않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몰라요.

(ㅂ) <피험자H 인터뷰 전사 자료 발췌>
Q. 수업 시간에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A.
 

자신감 없는 거 같아요. 제 성격을 원래 원래 한국에 가기 전에 좀 사실은 좀 
낯을 가리는 편이에요. 한국에 온 후에 한국어를 연습해야 하니까 그 말을 해야 
돼요. 한국 사람은 이야기할 때도 속도가 좀 느려서 조금 말을 끝나지 않고 한
국 사람도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Q. H 씨가 말을 끝내지 않았는데 한국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해요? H 씨가 
말이 느려서 그런 것 같아요?

A. 네, 제 생각에는요.
Q. 저는 B 씨의 말을 끊지 않아요.
A. 항상 피곤해요.(웃음) 생각을 나지 않아요.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몰라요, 자신감 없는 원인도 있어요. 제 말을 유창 유창하지 않
아서 그래서 어 대답을 대답이 어려운 거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좀 낮
아서 자신감 좀 없는 거 없는 거 같아요. 모든 학생 아니고 어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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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처럼 교실 전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학습자의 자발적 교실 참여가 어렵
다. 이는 주변의 눈치를 본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개인의 성격보다는 
중국인 학습자의 전통적 학습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ㅁ), (ㅂ)
에서 “성격이 내성적인 편”이거나 “자신감이 없는” 성격을 원인으로 꼽은 것처럼 
순수하게 학습자의 성격이 교실 학습 태도를 좌우하는 경우도 있다. (ㅅ)의 경우, 
자신이 발화하는 한국어 문장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발화를 
아끼는 학습자도 있다. 

이와 같이 고급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실에서 L2 불안을 많이 느끼지 않
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모험시도도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인터뷰를 통해서 학습자에게 발화 의지에 대해 물었을 때 수업 시간
에 발화를 하지 않는 것을 모두 인정하였고 교실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학습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심리 상태와 실제 수업 태도 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태도는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됐
음을 확인하였다. 고급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심리적 불안보다 학습자의 배경에서 
비롯된 태도를 고려한 활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학습자 발화 분석58)

1) 빈도 분석59)

(1) 활동 과제 유형 간 차이
두 과제 간 빈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이용하였다. ‘이야기 

만들기’ 과제를 기준으로 ‘토론 준비하기’ 과제와의 발화 빈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평균의 차이가 양수로 나타나면 ‘이야기 만들기’ 과제에서 발화 빈도가 더 높은 것
이다. ‘이야기 만들기’와 ‘토론 준비하기’ 과제에서 참여 인원이 동일할 때 발화 유
형 아홉 가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대조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8) 총 27명의 학습자가 실험수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야기 구성하기’와 ‘토론 준비하기’ 

과제의 2인 활동에서 1명의 학습자가 실험수업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설문조사
에서 외국어불안과 모험시도가 중간 수치로 측정된 학습자 한 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2인 
활동에서 제외시켰다. 이 학습자의 2인 활동 발화 빈도는 전체 학습자의 평균값으로 대신
하였다. 

59) 각 소집단 활동의 발화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 그룹의 활동 시간을 측정한 후 학습자
의 발화 횟수를 100초 단위로 환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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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인 활동
<표 Ⅲ-15> ‘이야기 만들기’와 ‘토론 준비하기’ 과제의 2인 활동 대응

발화 유형 M SD 발화 유형 M SD
IG -.093 1.128 PM .293** .302
IS .153 .577 PP -.007 .031
IR -.033 .211 I .208 .788
IP .193* .415 총 .709+ 1.842
PR -.006 .058

*p<0.05  **p<0.01  +p<0.1

과제를 2인으로 수행할 때 발생하는 두 과제 간 발화 차이의 전체 평균은 양수
의 값(.709)으로서 ‘이야기 만들기’ 과제에서 발화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지만 유의 확률 .056(p>0.05)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인다. 그러나 유
의 확률이 p<0.1로 실험 집단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발화 하위 유형을 살펴보면 ‘이야기 만들기’ 과제
에서 IP 유형의 발화가 더 많았으며 유의 확률은 .023(p<0.05)로서 유의미한 차
이다. 또한 PM 유형의 경우 ‘이야기 만들기’ 과제에서 더 많은 발화가 있었으며 0
의 유의확률을 보였다. 정리하면, ‘이야기 만들기’ 과제에서 ‘토론 준비하기’ 과제
보다 IP와 PM 유형의 발화 빈도가 더 높았다. 

② 3~4인 활동
<표 Ⅲ-16> ‘이야기 만들기’와 ‘토론 준비하기’ 과제의 3~4인 활동 대응

발화 유형 M SD 발화 유형 M SD
IG .286 1.410 PR -.126 .513
IS .025 .861 PM -.072 .566
IC -.005 .025 I .436** .715
IR -.039 .546 총 .676 2.858

IP .171 .771
*p<0.05  **p<0.01  +p<0.1

과제를 3~4인으로 수행할 때 두 과제 간 I 유형 발화 빈도 차이의 평균은 양수
(.436)이며 유의 확률 .004(p<0.01)로 ‘이야기 만들기’ 과제에서 더 많이 발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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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3~4인 활동에서 ‘이야기 만들기’와 ‘토론 준비하기’ 과제의 발화 
빈도 차이의 평균은 양수(.676)로 ‘이야기 만들기’ 과제에서 더 많은 발화가 이루
어졌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p=.23). 

③ 5~6인 활동
<표 Ⅲ-17> ‘이야기 만들기’와 ‘토론 준비하기’ 과제의 5~6인 활동 대응

발화 유형 M SD 발화 유형 M SD
IG .214 .937 IP .142 .528
IS -.007 .437 PM .114+ .300
IC .010 .088 I .004 .578
IR -.045* .104 총 .432 1.667

*p<0.05  **p<0.01  +p<0.1

과제를 5~6인으로 수행할 때 두 과제 간 IR 유형 발화 빈도 차이의 평균은 음
수(-.045)이며 유의 확률 .032(p<0.05)로 ‘토론 준비하기’ 과제에서 더 많이 발
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M 유형의 평균 차이는 유의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
야기 만들기’ 과제에서 더 많이 발화되는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그룹 구성 인원 간 차이
소집단 활동의 크기를 소(2인)/중(3~4인)/대(5인 이상)로 구분할 때 가장 발화 

빈도가 높은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3~4인 활동 유형을 기준으로 2인, 5~6인 활
동과의 학습자 발화 빈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은 크게 1)활동 유형을 기준
으로 평균 발화양의 차이와 2)학습자를 기준으로 각 학습자별 발화 빈도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보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각 자료에 대한 통계 자료와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학습자 전체의 발화 평균의 활동 인원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ANOVA
(분산분석)를 하였다. ‘이야기 만들기’와 ‘토론 준비하기’ 과제를 따로 분석했으며 
각 활동 유형에서의 발화 평균과 표준편차, F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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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8> 과제별 인원 차이에 따른 발화 횟수 비교
2인 3~4인 5~6인 F-valueM SD M SD M SD

이야기 만들기 4.00 1.83 3.95 2.62 2.48 1.86 4.392*

토론 준비하기 3.29 1.88 3.28 2.50 2.05 1.31 3.547*

*p<0.05  **p<0.01  +p<0.1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이야기 만들기’와 ‘토론 준비하기’ 과제에 같은 해석이 가
능하다. 대립가설로 볼 때, 세 가지 인원 형태에 따른 활동 유형의 발화빈도에 차
이가 없다. 그러나 귀무가설로 볼 때, 세 가지 인원 형태에 따른 활동 유형 중 한 
가지 이상은 발화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느 활동 유형이 발화 빈도의 차이를 보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Tukey HSD 검정을 하여 각 활동 간 발화 빈도의 양을 비교하였다. 검정기준을 
0.05와 0.1로 나누어서 두 번 검정했으며 각각의 F값과 Tukey 검정 결과는 <표 
Ⅲ-19>와 같다.

<표 Ⅲ-19> 과제별 인원 차이에 따른 발화 횟수 비교(Tukey 검정)
0.05수준 0.1수준

이야기 
만들기

F-value 4.392* 3.547*

Tukey c < a, b c < a, b
토론 

준비하기
F-value 4.392* 3.547*

Tukey c < a c < a, b
* 2인 활동 = a, 3~4인 활동 = b, 5~6인 활동 = c
** *p<0.05  **p<0.01  +p<0.1

Tukey 검정 결과, ‘이야기 만들기’ 과제는 0.05 수준에서 2인 활동과 3~4인 활
동의 발화가 5~6인 활동의 발화보다 많았다. 반면 ‘토론 준비하기’ 과제의 경우, 
0.05 수준에서는 3~4인 활동의 발화와 다른 활동의 발화 빈도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검정 수준을 0.1로 높였을 때 ‘이야기 만들기’ 과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토론 준비하기’ 과제에서 2인이나 3~4인으로 구성되었을 때 
발화를 더 많이 하는 경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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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유형 간 발화 빈도 차이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3~4인 활동을 기준으로 대
응표본 t 검정을 이용하였다. 각 과제에서 학습자의 3~4인 활동 발화 횟수에서 각
각 2인과 5~6인 활동의 발화 횟수를 뺀 값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즉, 평균값이 양
수인 경우는 3~4인 활동 발화 횟수가 더 많은 경우이고 반대로 평균값이 음수인 
경우는 2인 또는 5~6인 활동 발화 횟수가 더 많은 경우이다. 

① ‘이야기 만들기’ 과제 
‘이야기 만들기’ 과제를 3~4인 그룹에서 수행했을 때와 2인 그룹에서 수행했을 

때 발생하는 발화 빈도 차이의 평균은 음수이지만 유의 확률 .929(p>0.05)로서 
두 활동 유형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인다. 즉, ‘이야기 만들기’ 과제에
서 3~4인과 2인 활동의 학습자 발화 횟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일곱 가지의 발화 유형을 사용하였다. 

‘이야기 만들기’ 과제를 3~4인 그룹에서 수행했을 때와 5~6인 그룹에서 수행했
을 때 발생하는 발화 빈도 차이의 평균은 양수이다. 3~4인 활동의 발화 빈도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확률은 0.013(p<0.05)으로서 차이가 유의미하다. 
즉, 3~4인 활동 유형에서 학습자들의 전체적인 발화 빈도가 더 높았으며 특히 IG 
유형은 .38(p<0.05), IR 유형은 .005(p<0.05)의 유의 확률을 보여 3~4인 활동에
서 IG와 IR 유형이 더 활발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표 Ⅲ-20> ‘이야기 만들기’ 과제의 활동별 대응
2인 활동, 3~4인 활동 대응 3~4인 활동, 5~6인 활동 대응

발화 유형 M SD 발화 유형 M SD
IG .058 1.445 IG .649* 1.540
IS -.017 .466 IS .270+ .788
IR .009 .183 IC -.016 .081
IP -.020 .805 IR .071** .122
PR -.007 .037 IP .206 .640
PM -.133+ .397 PM .013 .313
I .063 .946 I .273 .888
총 -.047 2.711 총 1.466* 2.872

*p<0.05  **p<0.0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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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론 준비하기’ 과제
‘토론 준비하기’ 과제를 3~4인 그룹에서 수행했을 때, 2인 그룹에서 수행했을 

때보다 전체 평균이 낮다. 그러나 전체 발화 빈도 차이의 유의 확률은 
.972(p>0.05)로서 두 활동 유형 간 발화 빈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 준비하기’ 과제에서 2인 활동보다 3~4인 활동에서 PM 유형이 더 
많이 나타났고 유의 확률을 .031(p<0.05)로서 유의미한 차이이다. 

‘토론 준비하기’ 과제를 3~4인 그룹에서 수행했을 때와 5~6인 그룹에서 수행했
을 때 발생하는 발화 빈도 차이의 평균은 양수(1.222)로서 3~4인 활동에서 더 많
은 발화가 있었다. 이는 유의확률 .024(p<0.05)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특
히 IG 유형은 .007(p<0.05), IP 유형은 .019(p<0.05)의 유의 확률을 보여 3~4
인 활동에서 IG, IP 유형이 활발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I 유형의 경우 
5~6인 활동에서 더 빈도가 높았으며 유의확률은 .025(p<0.05)로서 그 차이가 유
의미하다. 이는 인원이 많은 5~6인 활동에서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발화에 끼어드
는 유형의 발화가 활발하지 않은 대신 동료 학습자의 발화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I 유형의 발화가 활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5~6인 활동에서 I 
유형이 많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질문과 같은 발
화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Ⅲ-21> ‘토론 준비하기’ 과제의 활동별 대응
2인 활동, 3~4인 활동 대응 3~4인 활동, 5~6인 활동 대응

발화 유형 M SD 발화 유형 M SD
IG -.321 1.061 IG .577** 1.018
IS .111 .729 IS .238 .739
IC .005 .025 IC -.001 .040
IR .016 .507 IR .066 .533
IP .002 .509 IP .177* .368
PR .113 .518 PR .126 .513
PM .232* .529 PM .199+ .537
PP -.007 .031 I -.159* .347
I -.165 .513 총 1.222* 2.645
총 -.014 2.107

*p<0.05  **p<0.0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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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만들기’와 ‘토론 준비하기’ 과제에서 인원 차이에 따른 발화 빈도를 보았
을 때 차이가 두드러지는 하위 발화 유형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같은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2인으로 구성된 그룹과 3~4인으로 구성된 그룹에서의 발화 빈도에
는 큰 차이가 없지만 5~6인으로 구성된 그룹에서의 발화 빈도와 비교했을 때 
3~4인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더 많은 발화가 있었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Tukey 사후 검정을 통해 얻은 결과와 유사하다. 인원에 따른 
발화 빈도의 차이를 [그림 Ⅲ-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인 활동 ≒ 3~4인 활동 > 5~6인 활동
[그림 Ⅲ-3] 활동 인원별 발화 빈도 차이 비교

2) 양상 분석

(1) 하위 발화 유형의 실현 양상
활동 유형에 따라 아홉 가지 하위 발화 유형의 평균 발생 빈도를 확인하고 학습

자 간 발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확인하였다.

① 교육적 발화 - 정보 제공(Instructional talk - giving: IG)60)
IG 유형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진술로서 자발적 발

60) a가 발화를 하고 있을 때, 상대 발화자 b가 개입을 하거나 입력 확인 발화를 해서 일시
적으로  a의 발화가 중단되었을 경우,  a의 이어지는 발화는 선행하는 발화의 연속으로 
판단하여 후행하는 발화를 독립된 발화로 인정하지 않는다.

활동B: 피험자B, D, Z
Z: (IG)여기는 3 여기는 4. 어느 날
D:                        (IP)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에.
B: (IP)왕은. 생일 파티
D/Z: (I)생일파티
B: (IG)오늘 왕은 생일 파티해서 너무 신났어요.
Z: (IG)춤 추,,
B:     (IP)춤 추는 두 사람 조금 실수했어요. 
Z: (I)네.
B: (IG)그래서 왕은 너무 화가 나서.. 아..
D: (IP)그 공연한 사람... 공연하는 사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고 누구냐고 물

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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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뿐 아니라 동료 학습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발화도 포함한다. 

<표 Ⅲ-22>  정보 제공(IG) 유형의 평균 발화 빈도
‘이야기 만들기’ ‘토론 준비하기’

2인 1.79 1.87
3~4인 1.82 1.55
5~6인 1.18 0.98

단순히 “네/아니요”로 응답을 하더라도 그것이 발화 맥락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발화라면 그것은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입력을 확인
(input)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1나)에서 보듯이 피험자I는 
“네”라고 발화를 하지만 이는 상대 발화에 대한 입력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
라 상대 발화의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같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발화 맥락에 대
한 긍정적 정보 전달이다.

(1나)5~6인 활동, ‘이야기 만들기’
I: (IG)그 사람이 화가 하지만 동의 동의했어요. 동의
R:                                           (IP)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I: (IG)네.
R: (IG)그래서 마지막 이거 이 남자 지휘하고 있어요.

(1가)5~6인 활동, ‘이야기 만들기’
K: (IG)아마 그 2번 싸운 후에 이 선생님을 이 학생들은 모두 선생님이 무서워서 

그냥 웃고 있어요.
G: (IG)막혔어요. 네 그럼 ‘라’는 4번. 이 선생님 다쳐서 지휘할 수 없었어요. 그래

서 아까 그 남자 다른 사람을 지휘했어요. 지휘하고 있어요.
K: (IG)아마 그 지휘하는 사람은 아까 그 학생이 거...
G: (IG)맞아요. 그 선생님은 다쳐서 지휘할 수 없잖아요.
K: (IG)이 학생과 선생님 지휘하는 스타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 학생 

지휘하는 스타일을
G: (IP)좋아하지 않아.
K: (IG)인정할 수 없습니, 없어요. 그래서 싸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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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적 발화 - 정보 찾기(Instructional talk - seeking: IS)
<표 Ⅲ-23> 정보 찾기(IS) 유형의 평균 발화 빈도

‘이야기 만들기’ ‘토론 준비하기’
2인 0.56 0.44

3~4인 0.57 0.55
5~6인 0.3 0.32

IS 유형은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과제 목표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을 하거나 함께 탐색할 것
을 제안하는 발화 유형이다. (2가)에는 함께 탐색할 것을 제안하는 IS 유형 발화
가 나타났다.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발화에 끼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
다. 이는 상대 발화를 단절시키려는 의도보다 정보를 얻으려는 마음이 앞섰던 것
이므로 IP(개입) 유형이 아닌 IS 유형으로 분류한다. 

(2나)3~4인 활동, ‘이야기 만들기’
T: (IG)첫 번째 그림은 네 번째 그림은 두 두 명 배우가 배우 중 남자 배우가 왕

비 만나고 어떤 일을 어떤 일을 생긴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이 여자가 아마 이 왕의 아내예요. 화가 나는 

R:                                              (IS)난 것 같아요? 왜요?
T: (IG)왕비가 왕이 보고 있어요.
N: (IS)그리고 왜 화가 났어요?
T: (IG)아침에 미친 사람처럼 여기서 춤을 추고 이 일을 아내가 알아서 화가 났어

(2가)2인 활동, ‘이야기 만들기’
I: (IG)아마 그 금고 안에 무슨 중요한 것은 그 여자는 갖고 싶어요. 그 두 번째 

아 그 여자 아마 다 스파이예요. 제 생각해요. 음. 그리고 그 남자는 누구의 남
자친구이라고 생각해요. (IS)하지만 두 사람이 왜 싸웠어요?

T: (IG)음 이 두 여자 이 두 여자가
I:                      (IP)아 그 한 남자 좋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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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서 피험자R은 피험자T의 발화 중간에 개입하여 질문하지만 피험자T의 
발화 내용을 중단하거나 자신이 발화를 이어갈 의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IS 유
형이라고 할 수 있다. (2다)에서도 피험자A가 “새로운? 뭐요? 새로운?”이라고 질
문한 것 역시 ‘새롭다’의 정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뒤에 이어진 명사에 
대한 재발화 요구이므로 IS 유형이다. (2라)처럼 자신의 발화한 것을 상대방이 이
해했는지 확인하는 발화도 IS 유형에 속한다.

③ 교육적 발화 - 교정(Instructional talk - correcting: IC)
<표 Ⅲ-24> 교정(IC) 유형의 평균 발화 빈도

‘이야기 만들기’ ‘토론 준비하기’
2인 0 0

3~4인 0 0.004
5~6인 0.02 0.01

IC 유형은 다른 학습자 발화의 내용을 수정해주는 유형의 발화이다. 동료 학습

요. 왕이라서 대부분 사람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는 좀 창피해서 화가 
났어요.

(2다)2인 활동, ‘토론 준비하기’
R: (IG)음.... 새로운 환경으로 볼 수 있어서
A: (IS)새로운? 뭐요? 새로운?
R: (IG)환경. 다시 일을 찾아야 하잖아요.
A: (IG)아니에요.
R: (IG)휴무예요.

(2라)2인 활동, ‘이야기 만들기’
D: (IP)아니면 솔직히 이 세 사람 같이 같은 방 있고 이 이 여자가 이 금고를 열고 

안에 그 다이아몬드 빼고 도망갔어요. ... 또 같이 도망고. 드디어 이 여자가 이 
여자를 찾았어요. 
(IS)이해할 수 있어요?

Z: (I)네 이해해요. (IG)그래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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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활동의 목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주제에서 벗어난 발화를 한다고 판단됐을 
때 동료 학습자에게 할 수 있는 발화 유형이다. 문법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PR 유형과 차이가 있다. (3가)에서 피험자I는 피험자Q가 활동의 목적을 ‘토론’으
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해서 활동의 목적이 ‘토론’이 아님을 명시하였다.

④ 교육적 발화 - 보완(Instructional talk - reinforcement: IR)
<표 Ⅲ-25> 보완(IR) 유형의 평균 발화 빈도

‘이야기 만들기’ ‘토론 준비하기’
2인 0.06 0.1

3~4인 0.08 0.12
5~6인 0.01 0.05

IR 유형은 동료 학습자의 발화 중 명확하지 않은 발화에 대해 정의를 요구하거
나 모호함을 명시하는 발화이다. 발화 내용에 대한 정보 요구가 아닌 발화된 어휘
나 표현에 대한 요구로서 IS 유형과 구별되다. 동료가 발화한 단어에 대해 유의어
를 제시하거나 발화자 스스로 단어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과 단어 쓰는 방법
에 대한 요구와 설명도 IR 유형의 범주에 속한다. IR 유형은 학습자의 참여 의지
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발화 유형이다.

(3가)3~4인 활동, ‘토론 준비하기’
I: (PM)화장품이나 약을 팔기 전에 동물에게 실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Q: (IG)어 동물 실험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I: (IC)지금 토론하는 게 아니라
Q: (IG)네네 알아요. 동물 실험하면 사람에게 좋은...

(4가)2인 활동, ‘이야기 만들기’
W: (IG)그런데 이 여자 두 여자 커플이 됐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두 여자가 

어떻게 말해요. 음. 음. 같은 분 어머니예요
S: (I)어. (IR)형제
W: (IG)친척 사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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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에서 피험자W가 ‘어머니가 같다’는 정보를 주자 피험자S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인 ‘형제’로 명시하였다. 이는 상대 발화자의 발화를 보완하는 발화로서 IR 유
형이라고 할 수 있다. (4나)에서는 피험자X의 발화를 듣고 피험자Q는 자신이 아
는 단어를 발화하였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상대 발화자가 명시한 단어의 개념을 모를 때 ‘의미에 대한 
요구’를 하면 상대 발화자가 정보를 준다. 그 후에 발화자는 그것을 자신이 이해한 
개념으로 다시 발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의미의 다양화’ 유형이며 ‘내
재화’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미의 다양화’ 과정은 의미의 정의를 (4
다)처럼 ‘요구’한 학습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4라)처럼 같은 그룹 안의 다른 학습
자가 하는 경우도 있다. 

(4나)2인 활동, ‘토론 준비하기’
X: (IG)그리고 아 긴 시간을 긴 시간을 음 교 교도소
Q: (IR)감옥, 감옥

(4다)2인 활동, ‘토론 준비하기’
B: (IG)그 마트 가격보다 시장 가격 더 쌀 거
D: (IP)같아. (IG)근데 잠시만요. 그거 휴무에 대해서.
B: (IR)휴무?
D: (IG)네 맞아요. 
B: (IR)휴무?
D: (IG)쉬는 날
B: (I)음! (IR)아~ 한 달에 두 번씩
D: (IG)네 맞아요.

(4라)3~4인 활동, ‘이야기 만들기’
N: (IG)아니요 가족이에요. 그 두 사람은 핑민(평민)이에요.
R: (IR)핑 ?
N: (IG)평민
R: (IS)아, 거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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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발화자에게 단어의 정의를 요구할 때, 상대 발화자가 중국어 단어로 설명
해 준 경우도 있었다. IR 유형이 학습자의 참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
의미하지만 상대 발화자의 L1 사용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 않
은 발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⑤ 교육적 발화 - 개입(Instructional talk - prompt: IP)
<표 Ⅲ-26> 개입(IP) 유형의 평균 발화 빈도

‘이야기 만들기’ ‘토론 준비하기’
2인 0.53 0.33

3~4인 0.51 0.34
5~6인 0.3 0.16

상대방의 발화에 개입을 해서 상대방의 말을 완성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발화 내
용과 무관하게 자신의 의견을 발화하는 유형이다. 상대방 발화 중간에 끼어든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참여 의사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유형이다. 그런 점에서 학습
자의 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발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입
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보완하는 발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가)3~4인 활동, ‘이야기 만들기’
B: (IG)첫 번째, 어느 날에
D:             (IP)왕은 생일 파티에서
Z:             (IP)생일 파티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같이 즐겁게 춤도 추면서
B: (I)응
D: (IG)어느 날 왕의 생일파티에서 많이 친구. 친구 아니고 옛날의 그 그 친구
B: (IR)신하?
D: (IG)신하? 아 친구도 되는데
B: (IP)친구와 같이 놀아서

N: (IG)돈, 돈이 없는 사람
T: (IR)거지. 가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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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발화에 개입하며 이야기를 완성하는 경우는 상대방 발화 중 특정 단어
에서 정보를 얻어 그 단어를 반복하면서 개입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에 상대방의 발화 내용과 무관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어 나가는 경우는 상대방 발
화를 반복하지 않고 중간에 개입을 표시하는 발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보통은 
‘아니면’, ‘제 생각에는’ 등을 사용하였다. 다음은 ‘이야기 만들기’ 과제 2인 활동에
서 나타난 IP 유형이다. 두 학습자는 상대방의 의견과 다른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
기 위해 서로의 발화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D: (IP)놀아고 있었어요
B: (IP)네. 춤 추는 사람 초대했어요. 축하공연
D: (IP)아 축하공연. 어느 날 왕의 생일 파티에서 생일 파티에
B: (IP)축하 공연 하는 사람 왔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신나게
D:                                                 (IP)신나게 춤 추고
B: (IP)그 다음에 갑자기 두 사람 공연 중에서
D:                              (IP)공연 중에서
Z: (IP)아니면 여기 이 춤 추는 사람들이 봐서 너무 재미있는 거 같았고 보이니까 

같이 들어가서
B:      (IP)같이 춤 췄어요.

(5나)2인 활동, ‘이야기 만들기’
D: (IG)솔직히 영화에서 이 사람은 금고는 잘 열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도

망 잘 갈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확히 무슨...
Z: (IP)아니면 그 때는 네 사람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밖에서 그 
D: (IP)아니면 솔직히 이 세 사람 같이 같은 방
Z: (I)네
D: (IG)있고 이 이 여자가 이 금고를 열고 안에 그 다이아몬드 빼고 도망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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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과정적 발화 - 보완(Procedural/management talk - reinforcement: PR)
<표 Ⅲ-27> 보완(PR) 유형의 평균 발화 빈도

‘이야기 만들기’ ‘토론 준비하기’
2인 0.01 0.01

3~4인 0 0.13
5~6인 0 0

구조적으로 오류가 있는 발화를 수정하는 발화가 PR 유형이다. PR 유형은 거의 
(6가), (6나)처럼 상대 발화자의 오류를 수정된 문장으로 다시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6다)처럼 발음에 대한 지적도 포함된다. 

(6가)2인 활동, ‘이야기 만들기’
H: (IG)그 경찰에 잡.. 잡후에
L:                   (PR)잡힌 후에
H: (IG)잡힌 후에 도망갔어요.

(6나)2인 활동, ‘토론 준비하기’
G: (IG)마트에서
T: (IP)그래서 사람들의 시간이 아끼 위해서
G: (PR)시간, 을?
T: (IG)네, 시간을.

(6다)3~4인 활동, ‘토론 준비하기’
X: (IG)사람 사용 사용하기 하지
A: (PR)하기 전에
X: (IG)하기 전에 음 어...
A: (IP)사람 사
U:    (IP)사람을? 사람을 사용하기 전에? 
X: (IG)실험[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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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과정적 발화 - 관리(Procedural/management talk - management: PM)
<표 Ⅲ-28> 관리(PM) 유형의 평균 발화 빈도

‘이야기 만들기’ ‘토론 준비하기’
2인 0.36 0.07

3~4인 0.23 0.3
5~6인 0.22 0.1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관리
자의 역할을 교사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사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학습
자 스스로가 관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과제의 시작과 끝은 알리는 것뿐 아니
라 특정 인물에게 발화를 요청하는 것, 언어 통제 또는 L1 사용을 금지하는 것,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 발화를 재촉하거나 진정시키는 것, 수월한 과제 수행을 위
해 중간에 개입하여 관리하는 것 등도 포함된다. 

(7가)처럼 과제의 시작을 알리는 발화가 가능하다. 또한 피험자Q가 특정 인물
(피험자K)에게 발화를 요청하는 것은 단순하게 발화 순서를 부여하는 것으로 IS 
유형이나 IR 유형과는 구분된다. 그리고 피험자Q의 발화에서 언어를 통제하는 모

U: (PR)실험
A: (IS)실험? (I)아~ 

(7가)5~6인 활동, ‘토론 준비하기’
K: (PM)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Q: (PM)네, K 씨, 먼저 말해봐.
K: (IS)주제가 뭐예요?
all (I)(웃음)
K: (IG)사형제도 저 반대예요.
S: (IC)이거 토론 아니에요.
K: (중국어)
Q: (PM)중국어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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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 확인할 수 있다. (7나)처럼 과제 수행의 과정을 관리하는 발화도 PM에 속한
다.

⑧ 과정적 발화 - 속도 조절(Procedural/management talk - pacing: PP)
<표 Ⅲ-29> 속도 조절(PP) 유형의 평균 발화 빈도

‘이야기 만들기’ ‘토론 준비하기’
2인 0 0.01

3~4인 0 0
5~6인 0 0

상대 발화자의 발화 속도에 대해 지적을 하거나 부탁을 하는 발화의 유형이다. 
상대방의 발화 속도를 조절한다는 것은 상대 발화자의 발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
고 있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의미한 발화 유형 
중 하나이다.

(8가)2인 활동, ‘토론 준비하기’
B: (IG)아마 제가 경제 하기 때문에 경제 하는 것을 다 사람 다 중소산 수준 있기 

때문에 균형? 
D: (PP)천천히, 천천히

(7나)3~4인 활동, ‘이야기 만들기’
L: (IG)만났어요. 만났지만 만났기는 하지만 이 남자는 왕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 어. 왕의 옆에 갔어요.
C: (I)네.
L: (IG)네네. (PM)그럼 어떡하지?
H: (PM)그럼 우리 다시 한번 정리
L:                (PM)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C: (IG)‘라’는 첫 번째인 거 같아요.
L: (IG)네네네 ‘라’는 첫 번째예요. 그리고 아- ‘나’ 아니면 ‘가’.
C: (PM)네 생각이 어때요?(H에게)
H: (IG)가까이 가까이 그 남자를 모습을 보고 나서 좋아하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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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입력 확인(Input: I)
<표 Ⅲ-30> 입력 확인(I) 유형의 평균 발화 빈도

‘이야기 만들기’ ‘토론 준비하기’
2인 0.66 0.45

3~4인 0.71 0.28
5~6인 0.44 0.44

소집단 활동을 하면서 상대 발화자의 발화를 무조건 듣기만 하는 학습자들이 있
다. 물론 비언어적인 요소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빛으로 입력을 표현하는 학습자
들이 있지만 입력을 확인하는 발화를 하는 것보다는 소극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대방의 발화가 자신에게 입력되고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I 유형은 가장 기
본적으로 (9가)처럼 “네/아니요”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I 유형은 상대 발화자의 발화를 반복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개입
의 의도나 정보 요구의 의도 없이 (9나), (9다)처럼 상대방의 발화를 반복하는 것 
역시 그 발화를 입력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B: (IG)이거 경제학이기 
D: (IR)경제학? (I)네, 경제학, 경제학
B: (IG)때문에 이거 필요 있어요. 시장이랑 대형할인 마트.

(9가)2인 활동, ‘토론 준비하기’
E: (IG)세 번째는 사람 취향에 따라서
Z: (I)네.
E: (IG)어떤 사람 그냥 작은 마트에 자주 가고
Z: (I)응.
E: (IG)어떤 사람 꼭 대형 할인 마트에 가야 하는 사람도 있고
Z: (I)응.

(9나)5~6인 활동, ‘이야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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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가능한 I 유형은 감탄사의 사용이나 ‘웃음’이 있다. 상대 발화자의 발
화에 집중하고 있을 경우에만 웃는 것이 가능하므로 언어적 요소가 없는 ‘웃음’도 
입력 확인으로 포함시킨다.

(2) 학습자 간 관계 형성 양상
학습자들이 그룹 활동을 할 때 형성하는 관계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학습자의 

발화 빈도(100초 단위)와 전체 발화에 대한 적극적 발화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학
습자들이 발화를 하였다는 것 자체에 ‘참여’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지만 참여의 
적극성은 다르다. 정보를 주는 발화(IG 유형), 탐색하는 발화(IS 유형), 타인의 발
화에 개입하여 자신의 말을 이어가는 발화(IS, IP 유형), 과제를 진행하는 발화
(PM, PP 유형), 타인 발화의 문법이나 어휘적 오류를 지적하거나 함께 탐색하는 
발화(IC, IR, PR)는 발화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U: (IG)멋있는 남자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남자의 선생님이 화가 났
어요.

K: (I)그 남자가 선생님을 화가 났어요.
O: (IS)그 다음이 뭐예요?
all: (IG)2번
H: (IG)그 다음에는 ‘라’-‘가’-‘다’. 네, 선생님을 화가 난 후에 그 학생은 기분이 

안 좋아서 선생님을 때렸어요.
G: (IS)때렸어요? (I)네.
O: (I)선생님을 때렸어요.

(9다)3~4인 활동, ‘이야기 만들기’
U: (IG)두 남자들은 사랑해요. 왕의 남자
M: (IG)춤도 추 춤을 추고 춤을 추고 있다. 하지만
U:                                      (IP)떨어졌어요
M: (IG)네 떨어졌 져서 그래서 화가 났어요. 창피해서
U:                                       (I)창피해서
M: (IG)화가 났다. 그리고 이거 이거는 왕이 좋아하는 남자. 

    그리고 이거는 왕비
U:                  (I)왕 왕의 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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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확인의 발화(I 유형)는 상대방의 발화에 호응을 하였다는 점에서 참여의 의
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단순히 반복하거나 단답식으로 응답을 하였다는 점에서 상
대적으로 소극적인 발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학습자의 발화 중 I 유형을 중
심으로 활동 내에 발생한 발화의 적극성을 구분하였다. 2인 활동의 경우 구성원이 
2명뿐이므로 ‘방관자’나 ‘지도자’가 존재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그리하여 ‘이야
기 만들기’와 ‘토론 준비하기’ 과제의 3~4인, 5~6인 그룹 활동에 대해서만 관계 
형성 양상을 살펴보았다. 

각 활동 과제에서 발생한 관계 형성 유형을 정리하면 <표 Ⅲ-30>과 같다. 
3~4인으로 구성된 그룹에 ‘분산형’이 없으므로 모든 학습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
든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토론 준비하기’ 과제에서 학
습자의 역할이 가장 균등하다고 할 수 있는 ‘그물형’이 많이 나타났다. ‘중앙집권
형’에서는 학습자 역할이 ‘그물형’보다 덜 균등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활동에 참여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의의가 있는 유형이다. 반면 5~6인으로 구성된 
그룹에서는 ‘그물형’이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분산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활동에 일절 참여하지 않는 ‘방관자’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Ⅲ-31> 학습자 간 관계 형성 유형
분산형 그물형 중앙집권형

Ⅰ
중앙집권형

Ⅱ
3~4인
(9그룹)

이야기 만들기 0 1 3 5
토론 준비하기 0 6 1 2

5~6인
(5그룹)

이야기 만들기 3 0 1 1
토론 준비하기 2 1 0 2

각 활동 과제에서 나타난 학습자의 발화 빈도와 적극적 발화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학습자의 발화 빈도를 100초 단위로 환산한 횟수를 x축으로 두고 적극
적 발화의 비율을 y축으로 두었다. 두 요소 간 관계를 점으로 표시했으며 동일한 
그룹을 선으로 연결하였다. 선으로 연결된 도형의 크기가 클수록 소집단 내에서 
각 학습자가 수행한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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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야기 만들기’ 과제
‘이야기 만들기’ 과제를 수행했을 때 나타난 학습자 관계 형성 유형은 [그림 Ⅲ

-4]와 같다. 우선 3~4인 구성의 경우, 모든 학습자의 적극 발화 비율이 40% 이
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6인 구성의 경우, 화살표 부분처럼 적극성 발화의 
비율이 0%인 학습자가 두 명이 있다. 적극 발화의 비율이 0%인 것은 해당 학습
자가 활동에 비참여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5~6인 구성의 경
우, 각 점이 연결되어 완성된 도형의 크기가 크다. 이는 소집단 내 학습자의 발화 
빈도와 적극 발화 비율이 학습자별로 상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3~4인 구성 5~6인 구성

[그림 Ⅲ-4] 학습자 간 관계 형성 양상-‘이야기 만들기’ 과제

3~4인 구성의 그룹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룹B는 학습자
의 발화 빈도와 적극성이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발화 빈도가 아
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적극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그물형’으로 분류 가능하다. 그
룹A, D는 학습자 간 발화 빈도에 큰 차이가 없지만 적극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
러나 상대적으로 적극성이 낮은 학습자도 적극적 발화율이 50% 이상으로서 해당 
학습자를 ‘방관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룹A, D는 ‘중앙집권형Ⅰ’이다. 그룹G는 발
화 빈도 측면에서 뚜렷하게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습자가 존재하며 모든 
학습자의 발화 적극성이 50% 이상이라는 점에서 ‘중앙집권형Ⅰ’이다. 그룹 C, E, 
F, H, I의 경우 모든 학습자의 적극성은 모두 상위에 속하면서 학습자 간 발화 빈
도는 2회 이상 차이를 보인다. 그러므로 ‘중앙집권형Ⅱ’로 분류 가능하다.

5~6인 구성의 그룹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룹E에서만 학
습자의 발화 빈도와 적극성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습자가 균등하게 참여
하였다는 점에서 ‘그물형’으로 분류 가능하다. 적극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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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모든 학습자의 절대적인 발화 빈도가 매우 낮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학습자
들이 과제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분석이 가능하여 ‘분산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룹E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서는 학습자의 발화 빈도와 참여도가 매우 큰 차이
를 보였다. 그룹A, B에서는 ‘적극적 발화’를 전혀 하지 않은 ‘방관자’가 존재하여 
‘분산형’으로 나타났다. 그룹C, D 모두 ‘지도자’가 존재한다. 그 중 그룹C는 다른 
학습자들의 발화가 빈도가 낮고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중앙집권형Ⅰ’이며 그룹D
는  ‘적극적 참여자’가 존재하는 ‘중앙집권형Ⅱ’이다.

② ‘토론 준비하기’ 과제
‘토론 준비하기’ 과제를 수행했을 때 나타난 학습자 관계 형성 유형은 [그림  Ⅲ

-5]와 같다. 우선 3~4인 구성의 경우, 모든 학습자의 적극 발화 비율이 30% 이
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삼각형 꼭지점의 분포가 넓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학습자별 
발화 빈도 및 적극 발화 비율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5~6인 구성의 경
우, 화살표 부분처럼 발화 빈도가 0에 가깝고 적극성의 발화가 0%인 학습자가 존
재하였다. 

3~4인 구성 5~6인 구성

[그림 Ⅲ-5] 학습자 간 관계 형성 양상-‘토론 준비하기’ 과제

3~4인 구성의 그룹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 그룹의 
학습자 발화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매우 낮은 학습자도 거의 보이지 않으며 적극
성이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 중 그룹A, C, D, E, F, G는 발화 빈도와 적극성
의 비율이 모두 높은 편이므로 ‘그물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그룹B의 경우, 발화 
빈도는 유사한 가운데 학습자의 적극성이 다르므로 ‘중앙집권형Ⅰ’이다. 그룹I의 
경우, 발화 빈도가 매우 낮은 학습자가 있지만 적극성이 가장 높으며, 그룹H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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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세 학습자의 발화 빈도가 다르지만 가장 적게 발화를 한 학습자의 적극성이 
50% 이상이다. 적극성이 높은 학습자들을 ‘방관자’로 분류할 수 없으며 그룹I, H
는 ‘중앙집권형Ⅱ’이다. 

5~6인 구성의 그룹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룹A, B는 발화 
빈도가 두드러지게 많은 ‘지도자’가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발화 빈도는 낮지만 적극
성을 가진 학습자들이 존재하므로 ‘중앙집권형Ⅱ’로 분류 가능하다. 그룹C는 학습
자의 발화 빈도와 적극성이 비교적 고른 편으로 ‘그물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룹
D는 전혀 발화를 하지 않은 ‘방관자’가 존재함으로 ‘분산형’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그룹E는 모든 학습자가 적극성을 지니고 발화를 했지만 발화 빈도가 현저하게 낮
으므로 전체적 ‘분산형’으로 볼 수 있다.

2인 구성에서 나타나는 학습자 간 관계의 유형은 분석하지 않았다. 2인으로 활
동을 하면 학습자 발화의 양이 가장 많고 ‘방관자’나 ‘지도자’가 존재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어서 바람직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2인으로 활동을 할 경
우 내용 생성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
에서 도움이 되는 구성이 아니다. 이는 설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였다. 그리
하여 학습자들이 비교적 호의적 태도를 보인 3~4인, 5~6인 그룹 활동에 대해서
만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학습자의 발화 빈도와 학습자 간 관계 형성 양상을 분석한 결과, 소
집단 구성 인원수에 대해서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빈도 분석의 결과, 2인과 
3~4인 구성에서는 빈도의 차이가 없었지만 5~6인 구성은 비교적 발화의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유형을 분석한 결과, 3~4인 구성에서는 모든 학습자가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이 나타났지만 5~6인 구성에서는 소극적인 학습자가 존재하
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발화 빈도와 상호작용 양상을 고
려하여 효율적인 소집단 활동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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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소집단 활동 심의 한국어 교수·학습

1. 소집단 활동을 한 고려 요인

1) 소집단 구성 요인

L2 교실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과제를 수행할 때 효율적 학습을 위해 학습자의 
자발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학습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소집단 
구성 유형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 과제 중 하나였다. 2인, 3~4인, 
5~6인으로 소집단을 구성할 수 있을 때, 3~4인 유형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학습자의 심리적 요인(L2 불안, 모험시도), 학습자가 선호하는 활동 
구성 인원, 학습자 발화 빈도를 통해서 설명 가능하다.

심리적 요인은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사전 설문조사 결과 학습
자의 L2 불안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험시도를 지니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습자의 심리가 발화 빈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수업 전에 학습자들이 작성한 설문지 결과와 각 활동 유형에서 나타난 
발화 빈도 간의 스피어먼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표 Ⅳ-1> 모험시도 및 L2 불안과 발화빈도의 상관관계(스피어먼 상관계수)
활동 유형 L2 불안 모험시도

이야기 만들기
2인 -0.125 -0.234

3~4인 -0.067 -0.058
5~6인 0.114 0.377+

토론 준비하기
2인 0.047 0.305

3~4인 0.141 0.333+

5~6인 0.192 0.388*

*p<0.05  **p<0.01  +p<0.1

L2 불안과 학습자 발화 빈도의 경우 활동 유형에 따른 상관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L2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습자의 발화 
빈도가 L2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습자의 발화보다 빈도가 두드러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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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지 않았다. 학습자의 발화 참여는 L2 불안에 막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L2 불안이 L2 교실에서의 학습자 행동 및 생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염규을, 
1998; MacIntyre·Gardner, 1989; Young, 1991; MacIntyre, 1995)에 상응하지 않
는 결과이다.

반면, 모험시도의 경우 ‘토론 준비하기’ 과제 5~6인 활동에서 학습자의 모험시
도가 높을수록 발화빈도가 증가했고 그 비례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
대로 모험시도가 낮은 학습자는 인원이 많을수록 발화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
다. ‘토론 준비하기’ 과제 3~4인 활동과 ‘이야기 만들기’ 과제 5~6인 활동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p<0.1) 실험 표본이 증가하면 유의확률이 커질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모험시도가 두 개 활동 유형(‘이야기 만들
기’ 과제 3~4인, ‘토론 준비하기’ 과제 5~6인)에서 학습자 발화 빈도와 정적인 관
계가 있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소집단 활동을 할 때 학습자들이 느끼는 L2 불안에 따라 학습자의 발화 빈도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학습자가 모험시
도에 영향을 받아 발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5~6인으로 활동을 할 경우 모험
시도가 높은 학습자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만 모험
시도가 낮은 학습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참여를 하게 만드는 환경을 제공
한다.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소집단 구성 인원은 실험수업 후의 설문 결과를 통해서 확
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의 L2 불안과 발화 빈도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
지만 학습자의 선호도는 구성 인원수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실험수업을 하기 전에 
학습자에게 선호하는 집단의 인원수를 질문했을 때 학습자들이 대부분 2인 활동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실험수업이 끝난 후 학습자에게 선호하는 집단 구
성 인원(문항41)을 물었을 때 7명의 학습자만이 짝 활동을 선호했고 나머지 학습
자들은 인원이 많을수록 심리적으로 편하다고 응답하였다. 학습자들이 실험수업을 
하기 전에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실제로 실험수
업을 한 후에는 그룹 안에 인원이 많을수록 자신이 발화를 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
감이 줄어든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호 이유를 서술한 것을 통해 학습자
들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인원이 많은 5~6인 구성을 선호하는 것일 뿐 적극
적 참여 태도를 가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5~6인 활동
에서는 학습자들이 소극적인 참여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화 참여의 효율
을 높일 수 있는 유형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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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발화 빈도는 집단 구성 인원수와 과제의 유형을 기준으로 각각 분석하
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ANOVA와 대응표본 t 검정을 했으며 분석 결과 2인 활
동과 3~4인 활동에는 빈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6인 활동과 대조
했을 때는 3~4인 활동에서 학습자의 발화 빈도가 더 높았다. 정해진 시간 안에서 
발화를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5~6인 활동에서 
학습자 발화가 적은 것이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학습자의 발
화 빈도가 ‘2인 활동 > 3~4인 활동 > 5~6인 활동’의 순서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3~4인 활동과 2인 활동의 발화 빈도를 대응했을 때 차이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시간 차이로 발화 빈도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61) 빈도만을 고려
했을 때 학습자의 참여를 좀 더 많이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 유형은 2인 또는 
3~4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의 소집단 구성 인원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와 발화 빈도의 차이를 고
려했을 때 ‘이야기 만들기’와 ‘토론 준비하기’ 과제에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학습자의 선호도는 ‘3~4인 활동 > 5~6인 활동 > 2인 활동’ 순서로 나타났으며 
발화의 빈도의 순서는 ‘2인 활동 ≒ 3~4인 활동 > 5~6인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 두 결과의 교집합은 3~4인 활동이다. 

모험시도와 발화빈도의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했듯이 5~6인으로 구성된 소집단 
활동에서는 모험시도에 따라 학습자의 발화 빈도가 달랐다. 소집단을 5~6인으로 
구성하면 모험시도가 높은 학습자에게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발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만 모험시도가 높지 않은 학습자에게는 오히려 참여의 기회를 뺏
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즉, 인원이 많은 유형의 소집단 활동에서는 학습자의 
낮은 모험시도가 발화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 전체
의 효율적 참여를 고려했을 때 전체 학습자가 소집단 활동에서 균등하게 발화를 
하게 하려면 학습자의 모험시도가 발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집단 구성 인원
이 4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지만 중국과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의 학습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국가의 성향을 이분화 시킬 수 
있는 척도는 다양하다. 그 중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도 한 가지 척도이다. 한 국가
의 집단주의적 성향은 권력거리와 개인주의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권력거리

61) ‘이야기 만들기’ 과제의 경우 전체 27명의 학습자 중 6명, ‘토론 준비하기’ 과제의 경우 
10명의 학습자만 발화 빈도가 ‘2인 활동 > 3~4인 활동 > 5~6인 활동’의 순서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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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Distance)란, “한 국가의 제도나 조직의 힘없는 구성원들이 권력의 불평등
한 분포를 기대하고 수용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Hofstede·Hofstede·Minkov, 
2010). 그리고 이것을 수치화한 것을 권력거리 지수(Power Distance Index: PDI)
라고 하며 이는 사회 속 불평들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62) 본고
의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모두 중국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학습자들이었다. 
홉스테드·홉스테드·민코프(Hofstede·Hofstede·Minkov, 2010: 83-84)에서 권력거
리를 조사한 76개국 중에서 중국은 권력거리 지수로 상위 12~14위를 차지했으며 
권력거리가 상당히 큰 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거리 지수가 높은 사회일수록 
선생님에 대한 존경 혹은 두려움이 강해진다. 또한 교실 내에서 학습자는 교사의 
허락이 있을 때에만 말할 수 있으며 모든 대화는 교사에 의해 주도된다. 이처럼 
권력거리 지수가 높은 사회에서 학습 문화가 형성된 학습자들은 L2 불안이 존재
하는 L2 교실에서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교사 중심의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지니게 된다.

일반적으로 권력거리 지수가 높고, 개인주의 지수가 낮은 국가가 집단주의적 성
향이 되는 경우가 많다. 권력거리와 개인주의의 성향을 좌표로 나타내면 비슷한 
성향의 국가끼리 분류가 용이하다.

[그림 Ⅳ-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은 권력거리 지수가 높고 개인주의 지수
가 낮다. 권력주의와 개인주의의 정도에 따라 좌표를 네 사분면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중국은 오른쪽 상단의 사분면(1사분면)에 속한다. 1사분면에 속한 국가들은 
중국과 매우 유사한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성향의 
국가들로는 한국, 대만, 태국,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페루, 아프리카
(서부), 칠레,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등이 있다. 다수의 국가들이 중국과 유사한 
집단주의적 성향을 보인다. 

62) 뮐데르(Mauk Mulder)는 IBM에서 동일한 직업을 가진 다국적 사람들을 대상으로 권력
거리 점수를 구하였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들을 
요인별로 묶었으며 각 요인에 속하는 질문 중 요인과 상관이 가장 높은 질문으로 연구를 
하였다. IBM 직원의 표본 평균 점수를 토대로 직원의 국가에 대한 권력거리 지수를 산출
하였다. 즉, 권력거리 지수는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절대적인 권력거리를 나
타내지 않는다. 숫자가 작을수록 권력거리가 작은 것이며 숫자가 클수록 권력거리가 큰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Hofstede·Hofstede·Minkov,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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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권력주의 대 개인주의(Hofstede·Hofstede·Minkov, 2010: 103)

본고의 연구 결과를 중국인 학습자에게만 적용한다면 연구의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고에서 실험수업의 대상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선정한 
이유는 중국의 특수한 문화적 배경 때문이었다. 중국은 집단주의가 팽배한 사회이
다. 본고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의 학습 문화가 L2 학습 태도에도 적
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중국처럼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더불어 개인주의
적 성향이 약하여 그것이 학습자의 학습 태도를 좌우하는 국가라면 본고의 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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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  계 형성 요인

L2 교실의 활동 과제에서 학습자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바탕으로 학습자 간 형
성하는 관계를 3장에서 확인하였다. 소집단 구성 인원수와 과제를 각각 대조했을 
때 나타난 관계 형성 유형의 종류가 모두 다르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원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3~4인 구성일 경우는 ‘분산형’이 나타나지 않았
으며 이는 ‘방관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5~6인으로 구성할 경
우 ‘방관자’가 발생하였다. ‘방관자’ 역할을 수행하는 학습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활동 참여 인원에 따라 특정 학습자가 ‘참여자’나 ‘방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야기 만들기’ 과제 5~6인 활동에서는 침묵한 학습자가 없었지만 전체 
학습자의 발화가 ‘방관자’의 태도를 보인 그룹이 있었다. ‘토론 준비하기’ 과제 
5~6인 활동에서도 ‘방관자’가 속한 그룹이 1개, 전체적으로 ‘방관자’의 태도를 보
인 그룹이 1개 발생하였다. 

과제의 유형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5~6인 구성의 과제에서 유형 간 큰 차이가 
없지만 3~4인 구성의 두 과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유형이 달랐다. ‘그물형’은 
3~4인으로 구성된 ‘토론 준비하기’ 과제에서 6번 발견되었다. 반면 ‘이야기 만들
기’ 과제에서는 ‘그물형’이 1번 발견되었으며 오히려 ‘지도자’가 존재하는 ‘중앙집
권형’이 가장 많았다. ‘지도자’는 단순히 발화를 많이 하는 존재가 아니라 과제의 
진행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거나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존재이다. 같은 
인원수로 활동을 했지만 각 과제에서 수행하는 학습자의 역할은 달랐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토론 준비하기’와 ‘이야기 만들기’ 과제를 수행할 때 학
습자들의 경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토론 준비하기’ 과제의 주제가 생소하거
나 난해한 것이 아니라면, 학습자들이 지니고 있는 배경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서로 비슷한 수준의 정보를 전제로 과제를 수행한다. 배경지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이 소극적일 수도 있다는 연구자의 추측과 달리 학습자들
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배경지식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더 나아가 이를 상대방에게 피력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더 편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야기 만
들기’ 과제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의 학습자들을 볼 수 있었다. ‘토론 준비하기’ 과제
에서는 주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주로 생각하는 것이었기에 학습자의 개인적인 
사상이나 생각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야기 만들기’ 과제는 학습자가 
함께 공유하는 배경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과제를 수행하며 학습자에게 창의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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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리하여 상대적으로 사고가 더 풍부
한 학습자에 의해 발화가 진행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동일한 협동적 과제라
도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발화의 내용이 ‘생성’을 위한 창의력을 요구하는 경우와 
‘공유’를 위한 내재된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학습자의 참여가 달라진
다. 전자보다 후자의 경우에 학습자 간 관계가 동등한 위치에서 협동적으로 구성
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의 빈도가 더 높아진다.

이상의 논의를 소집단 구성 요인과 함께 그림으로 정리하면 [그림 Ⅳ-2]와 같
다.

[그림 Ⅳ-2] 소집단 활동에서 협동적 관계 형성을 위한 변인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에 따라 소집단 활동은 협동적이거나 분산적으로 진행
되며 이는 [그림 Ⅳ-2]에서 사선으로 인해 분리된 영역으로 표현됐다. 학습자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
능할 것이다. 또한 활동 구성 인원에 따라 그룹 내에서 협동적으로 과제를 수행하
는 학습자의 수가 달라지며 이는 원과 사선으로 표현됐다. 소집단 구성 인원이 
3~4인일 때보다 5~6인일 때 분산적 관계가 더 많이 형성되었다.

L2 교실에서 소집단 활동이 협동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려
면 크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인원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학
습자들이 형성하는 관계의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활동에 참여
하는 학습자의 수가 많을수록 학습자가 느끼는 부담감이 줄어들며 이는 참여에 대
한 책임감까지 줄어들게 한다. 그러므로 활동할 때 인원을 3~4인으로 구성하면 
학습자의 균등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학습자의 심리적 요인과 발화 빈도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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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효율적 활동을 위해서도 3~4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가 도출되었
다. 두 가지 분석을 통해 인원수에 대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교육적 적용
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다.

둘째, 본고에서 사용한 두 과제는 대표성을 지닌 과제이므로 [그림 Ⅳ-2]에 따
라 무조건 ‘토론 준비하기’ 과제만 사용할 필요가 없다. ‘토론 준비하기’ 과제의 가
장 큰 특징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배경지식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에게 모든 토론의 주제가 익
숙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L2 소집단 활동이 토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학습
자의 발화를 유도할 수 있는 ‘토론 준비하기’ 과제의 특징을 수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전적으로 교사에게 달려있다. 또한 L2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은 학
습자들이 활동의 주제에 익숙해지고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
는 것이다. 즉, 활동의 전 단계에서 학습자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내재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여 ‘소극적 참여자’의 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63) 

3) 교육  용 가능한 하  발화 유형

학습의 목표나 방향에 따라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발화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
다. 그런 경우는 학습자의 심리적 요인보다는 학습자들이 산출 가능한 하위 발화 
유형에 초점을 두고 특정 유형이 가장 많이 산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하위 발화 유형을 교육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산출 빈도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양상을 고려하여 교육적 적용 가능한 하위 발화 유형을 선정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리하여 하위 발화 유형의 산출 빈도와 학습자 간 상
호작용 양상을 중심으로 교육적 적용 가능한 하위 발화 유형을 확인하였다.

우선 실험수업에서의 산출 빈도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실험수업의 활동 과제
는 ‘이야기 만들기’와 ‘토론 준비하기’로 진행되었다. ‘이야기 만들기’ 과제는 학습
자들이 정해진 배경지식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활동이며 ‘토론 준비하기’ 과제
는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을 활용하고 논리적으로 정보를 전달·공유해야 하는 활동
으로서 과제의 성격이 다르다. ‘이야기 만들기’ 과제의 경우 학습자들에게 상상력
과 창의력이 주로 요구되는 반면, ‘토론 준비하기’ 과제의 경우 배경지식이나 추론 
능력이 더 요구된다. 학습자에 따라 사고력 및 상상력이 다르므로 참여도도 다를 

63) 소극적 참여자는 경우에 따라서 ‘중앙집권형’의 상대적 소극적 참여자가 될 수도 있고 
‘분산형’의 ‘방관자’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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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참여 인원과 과제의 내용에 따라 각각 하위 발화 유형의 발생 빈도
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였다. 실험수업에서 진행된 두 가지의 과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더 적극적으로 산출된 유형은 IG, IS, IP, IR, PM, I 유형이다. 대조의 
기준을 인원수로 삼았을 때는 IP, IR, PM, I 유형의 발화가 활발했다.

IG 유형은 가장 일반적인 발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인원수를 기준으로 대조했
을 때는 빈도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런데 과제를 기준으로 대조했을 때 
‘이야기 만들기’와 ‘토론 준비하기’ 과제에서 모두 5~6인보다 3~4인일 때 IG 유형
이 가장 빈번하게 산출된 것을 알 수 있다. IG 유형은 특징이 뚜렷한 발화 유형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발화 유형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3~4인으로 구성되었을 
때 가장 일반적 발화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S 유형은 과제를 기준으로 
대조했을 때 ‘이야기 만들기’ 과제를 3~4인 구성으로 진행할 때 많이 산출된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원수를 기준으로 대조했을 때는 차이가 산출되지 않았다. 
IP 유형의 경우 상대 발화에 ‘개입’을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형이다. ‘개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발화에 집중을 해야 할 뿐 아니
라 자신의 의견도 적절하게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
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화하는 것을 유도하려면 인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토
론 준비하기’와 같은 과제를 3~4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IR 유형은 어
휘에 대한 탐색 및 정보 공유를 위한 발화 유형이다. IR 유형의 경우 ‘이야기 만들
기’와 같은 과제에서는 3~4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IR 유형의 발
화가 발생할 때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활발했지만 발생 빈도가 낮은 편이었다. 산
출된 빈도가 낮은 유형이기 때문에 IR 유형의 발화를 장려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았던 소집단 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PM 유형은 과제의 내용보다는 
진행을 위한 발화 유형으로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과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협동적
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필수적인 유형이다. 과제를 기준으로 대조했을 때 ‘토론 준
비하기’와 같은 과제에서는 2인보다 3~4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야기 
만들기’와 같은 과제에서는 2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원수를 기준으
로 대조했을 때 ‘이야기 만들기’ 과제에서 2인, 3~4인 구성에서 빈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I 유형은 학습자의 반응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유형이다. ‘토론 준비하기’와 같은 과제를 5~6인으로 진행하면 빈도가 
높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활동 과제와 인원수에 따라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발화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대조만으로는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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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과제와 발화 유형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다. 즉, 협동 활동 과제를 구성할 
때 발화 유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험수
업의 활동 과제와 실험 변인인 인원수의 요인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두드러지는 
발화의 유형을 확인하였다. 

[그림 Ⅳ-3]을 통해서 각 과제의 특징에 따라 두드러지는 발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 그룹을 3~4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학
습에 가장 효율적이다. 효율적이라는 의미는 발화가 특정 학습자에 의해 주도되지 
않고 그룹을 구성하는 모든 학습자의 참여가 동등했으며 발화 빈도가 높았다는 의
미이다. 즉, 2인이나 5~6인 구성에서 특정 발화의 빈도가 두드러졌다고 해도 모든 
학습자가 비슷한 정도로 발화하지 않고 특정 학습자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위의 [그림 Ⅳ-3]에서 3~4인 활동 유형을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과제 기준 분류
2인 3~4인 5~6인

이야기 토론 이야기 토론 이야기 토론
PM - IG, IS, IR IG, IP, PM - I

╋
인원수 기준 분류

이야기 만들기 토론 준비하기
2인 3~4인 5~6인 2인 3~4인 5~6인

IP, PM I PM - - IR


이야기 만들기
(IG, IP, IS, IR, PM, I)

토론 준비하기
(IG, IP, IR, PM, I)

2인 3~4인 5~6인 2인 3~4인 5~6인
IP, PM IG, IS, 

IR, I PM - IG, IP, PM IR, I

[그림 Ⅳ-3] 활동 과제와 활동 구성 인원에 따른 발화 유형

‘이야기 만들기’ 과제의 경우 소집단과 함께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해 나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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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같은 의견이 도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토론과 달리 
배경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구성하고자 하는 이야
기를 이해해야 한다. 상대방이 발화하는 내용을 끝까지 들어야 하며 발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대 발화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 이는 IS 유형으로 나타나며 [그림 Ⅳ-3]에서도 ‘이야기 만들기’에서만 확인 
가능하다. 또한 상대방이 구성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IR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야기 
만들기’ 과제의 3~4인 구성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토론 준비하기’ 과제에서는 과제를 기준으로 대조했을 때 3~4인 구성에서
는 특징적인 발화 유형이 없었지만 인원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3~4인 구성에서 
IP 유형의 발화가 두드러졌다. ‘토론 준비하기’ 과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과제이다. 발화하는 상대방의 의
견이나 정보를 알고 있으면 상대방의 발화를 끝까지 듣고 있지 않아도 된다. 그러
므로 상대방의 의견에 개입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발화가 많을 수밖에 없
다. 또한 활동을 이끌고 과제를 진행하기 위한 발화 유형인 PM 유형도 ‘토론 준비
하기’ 과제의 3~4인 구성에서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야기 만들기’ 과제의 2인, 
5~6인 구성에서도 PM 유형은 활발한 편이었지만 3~4인 구성에서는 진행적 발화
가 적었다. 그러므로 PM 유형은 ‘토론 준비하기’ 과제의 특징적 발화로 분류할 수 
있다. 상대 발화자의 발화를 정리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진행하
는 발화가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위 발화 유형의 산출 빈도를 바탕으로 L2 활동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필요한 
‘입력(Input)'에 대해 고려할 수 있다. 학습자를 위한 ‘입력’은 2장에서 구체적인 
협동 과제를 통해 제시한다.

다음으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활발하였던 하위 발화 유형을 확인하였다. 발화
를 구성할 때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려면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임규
홍(2001)에서 구분했듯이 언어적 개입은 외형적 발화 개입과 담화 결속 차원에서 
발생하는 발화 개입이 있다. 이를 본고에서 설정한 하위 유형과 대응시켰을 때 가
능한 ‘끼어들기’에는 I, IS, IR, IP, PR 유형이 있다. 이 중 IR, PR 유형에서는 특
수한 환경이 조성된다. 

IR 유형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IR 유형은 어휘 및 표현에 
대한 정의를 요구, 모호함의 명시, 유의어의 제시와 같은 발화를 포함한다. 탐색이
나 정의를 요구하는 발화이기 때문에 상대 발화자의 반응과 참여가 중요한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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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다. 담화에서 어휘의 역할이 상당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IR 유형에 대한 
양상의 분석은 L2 교육에서 교육적 의미가 충분하다. 

IR 유형 발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선행 발화에서 특정 어휘 및 표현에 대한 언
급이나 탐색이 필요하다. 선행 발화에 이어 IR 유형이 발화되며 이에 대한 응답이 
후행한다. IR 유형 발화에 후행하는 발화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 첫째, 
IR 유형 발화가 선행 발화 내에서의 어휘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 경우, 상대 발
화자의 응답에 대해 입력을 확인하는 발화나 응답에 대한 추가 질문 발화로 나타
난다. 그런데 추가 질문으로 이어진 경우도 결국 최종적인 입력 확인 발화가 동반
된다. 둘째, 제시된 어휘의 다양화를 위한 IR 유형 발화인 경우, 상대 발화자가 제
시한 어휘를 다시 반복하여 발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발화 참여자가 3인 이
상인 경우 첫 번째 IR 유형 발화에 이어 새로운 IR 유형 발화를 추가해 어휘의 사
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IR 유형 발화가 발생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IR 유형 발화에 대한 입력 발화가 이루어진다. 입력 발화까지
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으로 하는 발화가 발생하기도 하며 최종적인 I 유형 
발화에 이어 어휘의 다양화하는 발화로 새로운 IR 유형 발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IR 유형 발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자 간 발화 상호작용의 양상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선행 발화 IR 발생 후행 발화 확장
IG/IP/IS → IR → (IS/IR→IG) → I → IR

IR
[그림 Ⅳ-4] 발화 상호작용 과정-IR 유형

IR 유형이 발생한 담화에서 후행 발화( (IS/IR→IG) )와 추가로 발생하는 IR 
유형( IR )은 테두리를 표시한다. 

(ㄱ)2인 활동, ‘토론 준비하기’
선행
발화

N: 아침 시장은 할 할 대형할인 마트가 있으면 아침 시장 필요성이 낮아
졌어요. 이렇게 하면 그 많은 농 농부 농부? 농부는 돈이 모을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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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Q: 아 돈이 벌 수 없어요.
후행
발화

N: 보 볼 수 없어요?
Q: 벌
N: 아.

(ㄴ)3~4인 활동, ‘이야기 만들기’
선행
발화 T: 하지만 이 왕이 음 주 주변에 공연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IR R: 공연?

후행
발화

T: 네
R: 그럼 다 배우예요?
T: 네 배우. 그리고 뒤에

(ㄷ)3~4인 활동, ‘이야기 만들기’
선행
발화 D: 근데 잠시만요. 그거 휴무에 대해서.

IR
B: 휴무?
D: 네 맞아요. 
B: 휴무?

후행
발화 D: 쉬는 날
IR B: 음! 아~ 한 달에 두 번씩

(ㄹ)3~4인 활동, ‘이야기 만들기’
선행
발화

N: 두 사람 나중에 두 사람
R: 애인이에요?
N: 아니요 가족이에요. 그 두 사람은 핑민(평민)이에요.

IR R: 핑 ?
후행
발화

N: 핑민
R: 아, 거지예요?
N: 돈 돈이 없는 사람

확장 T: 거지 가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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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에서 학습자의 선행 발화(“돈이 모을 수가 없어요”)에 대해 학습자 Q는 어
휘를 다양화 시켜 IR 유형 발화를 하였다. 이에 대해 학습자 N은 이해가 부족하여 
추가로 질문을 했으며 최종적으로는 이해를 하였다는 표시를 하였다. (ㄴ)에서도 
비슷하게 학습자 R은 자신이 발화한 IR에 대한 응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로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ㄷ)의 경우, 학습자 B는 학습자 D의 응답에 대해 자
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해당 어휘를 확장시키는 발화를 하였다. (ㄹ)에서도 확
장이 이루어졌지만 참여 학습자가 3인 이상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학습자 N과 R이 '평민'에 대해 정보를 주고 받을 때 학습자 T가 이를 확장시키는 
발화를 하며 참여를 하였다. 

PR 유형은 상대 발화자의 발화에서 문법이나 발음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 개입
하여 수정하는 발화이다. 실험수업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습자들은 동료 학
습자에 의한 오류 수정에 대해 수용적인 반응을 보였다(문항 20, 25, 28). 학습자
의 발화 양상을 보았을 때도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PR 유형의 실현 양
상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선행 발화 PR 발생 후행 발화 확장
IG/IP/IS → PR → IG'' → I

I
[그림 Ⅳ-5] 발화 상호작용 과정-PR 유형

PR 유형은 선행 발화가 오류문일 때 발생한다.64) 또한 PR 유형의 모든 후행 
발화는 수정된 발화로 원래의 발화를 지속해 가거나(IG'' 유형) PR 발화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I 유형)으로 나타났다. 매우 단순한 양상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소
집단 활동에서 동료 학습자의 오류 수정에 대해 학습자들이 거부하지 않고 수용적
인 태도를 보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상호작용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PR 
유형이 발생한 발화를 발췌해서 제시한다. 후행 발화( IG'' , I )와 확장되어 
발생하는 I 유형( I )은 테두리를 표시한다. 

64) 본고에서 문법, 발음, 어휘의 오류가 수반된 문장을 ‘오류문’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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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의 경우, 오류문을 만들었던 학습자는 상대 발화자의 수정을 듣고 반복하여 
오류를 수정한 후 이어서 발화하였다. (ㄷ)에서는 오류문을 만든 학습자 U와 그것
을 수정해 준 학습자 X가 외의 학습자 A가 입력을 확인하는 발화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IR, PR 유형을 적극적으로 발화하여 소집단 활동의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
면 상호작용이 활발한 활동이 가능할 것이며 소집단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문법 
및 어휘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PR 유형을 유도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단기간에 문법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은 의사소통식 과제 중심 수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에 본고에서는 PR 유형에 대한 활동은 다루지 않는다. 

(ㄱ)3~4인 활동, ‘토론 준비하기’
선행
발화 X: 사람 사용 사용하기 하지
PR A: 하기 전에

후행
발화 X: 하기 전에 음 어

(ㄴ)2인 활동, ‘토론 준비하기’
선행
발화 S: 대형 할인 마트 때문에 재래 시장의 상권이 많이 줄어 줄어 나다? 
PR X: 들

후행
발화 S: 들다! 

줄어 들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위해서 우리는 할인 대형 할인 마
트의 강제적인 휴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ㄷ)3~4인 활동, ‘토론 준비하기’
선행
발화

U: 사람을? 사람을 사용하기 전에? 
X: 실험<시룡>..

PR U: 실험
후행
발화 A: 실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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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  학습자를 한 교수·학습

1) 교수·학습 모형

본고의 연구 목적은 소집단 활동 및 발화 양상을 근거로 가장 효율적인 교수·학
습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수·학습 방향은 수업 설계의 모형에 따른 절
차로 설명 가능하다. 연구 결과에 따른 요인들(소집단 구성 요인, 협동적 관계 형
성을 위한 과제 요인, 하위 발화 유형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실에서 소집단
을 활용한 수업을 구성할 때 필요한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지향하고 있지만 절차에 따라 수업을 구성하는 것은 교사
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과제를 접하고 수행하기 전에 활동 
과제 전체에 대한 틀을 마련해야 한다. 한명숙(2004)에서 제시한 ‘협동학습을 창
조하는 교사의 역할’ 중에 ‘모형 선정’과 ‘수업 방법 선택’이 있다.65) 즉, 교사는 
활동 과제를 제시하기 전에 전체적인 모형과 방법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본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모형 선정부터 최종적인 평가 단계까지의 교수·학습 절차를 
[그림 Ⅳ-6]과 같이 제시하였다. 절대적으로 완벽한 L2 수업 모형, 방법, 과제,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실의 상황과 학습자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하여 절차의 각 단계마다 선택 가능한 하위 항목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각 단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 선정 - 학습의 모형에 따라 수업의 구조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협동
학습의 모형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업 모형은 수업을 위
한 비계와 같으며 교사에게 수업의 방향과 구조를 제공해준다. 협동학습을 진행하
기 위해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소집단 간의 관계이다. 소집단 간의 경쟁
을 유도할 것인지 협력을 유도할 것인지에 따라 모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소집단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 개인을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모형을 선택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 직소Ⅰ의 경우 활동 후의 

65) 한명숙(2004)에서는 국어 수업의 협동적 학습자 간 활동에서 교사의 역할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①협동학습 구조를 기획하는 역할(협동학습 모형의 선
정, 협동적 수업 방법의 선택, 협력 구조와 협동 구조의 계획) ②협동적 비계형성자로서의 
역할(협동적 교수와 비계형성, 근거리 비계형성, 원거리 비계 형성, 협동적 비계형성의 단
위 결정) ③전략적 언어 활용자로서의 역할(협동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언어 구사, 상황언
어 사용의 판단) ④국어과 협동학습 운영 방안 창조 역할(학습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운영 
장치 창조, 긍정적 상호의존성을 형성하는 조절 장치 마련, 언어적 상호작용 기술의 자동
화를 위한 도구 학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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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학습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서 집단 내의 응집력이 떨어질 수 있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직소Ⅱ와 직소Ⅲ이다. 기존의 직소Ⅰ과 달리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 평가도 함께 진행되기에 집단의 성취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가능하다. 자신이 속한 소집단의 긍정적 평가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연결
되므로 다른 소집단보다 활동 목표를 더 우월하게 성취하고자 할 것이다. 

⦁수업 방법 선택 - 모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동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리
틀우드(Littlewood, 1981)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적 의사소통 활동의 네 가지 유형
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66) 첫째는 제약이 있는 협동을 통한 정보 공유하기, 둘
째는 제약이 전혀 없는 협동으로서 정보 공유하기, 셋째는 정보 공유하기와 정보 
처리하기, 넷째는 정보 처리하기이다. 이 중 세 번째 유형인 ‘정보 공유하기와 정
보 처리하기’ 활동이 본고에서 실험수업을 위해 선정한 ‘공동 생성하기’ 활동과 가
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리틀우드(1981)가 제안한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이야기 
연결을 재구성하기, 문제를 풀기 위해 정보 모으기 등이 있으며 전자는 ‘이야기 만
들기’ 과제와 유사하고 후자는 ‘토론 준비하기’ 과제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 공유하기와 정보 처리하기’의 방법에는 ‘협동을 통한 정보 공유하기’
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보 처리하기’의 내용도 포괄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정보 공유하기와 정보 처리하기’에 국한되어 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활동의 
모형 또는 주제에 따라 활동의 방법은 유동적으로 선택 가능하다.

⦁과제의 성격 - 모든 협동학습에서 학습자들이 협동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다. 학습자별로 수행하는 역할이 다를 수 있으며 상하 구조가 형성되기도 한다. 소
집단 내에서 상하구조가 형성이 되면 진정한 의미의 협동학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구성원의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는 활동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창의력이 
요구되는 활동보다는 배경지식이 요구되는 활동에서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는 경향
이 있었다.

학습자 간 역할의 차이는 활동 과제의 주제로 조절할 수 있다. L2 학습은 L2 언
어의 수행이 궁극적 목표이므로 활동의 주제는 L2 수행을 돕기 위한 부수적인 요
소이다.67) 그러므로 학습자에게 친숙한 주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유동적으로 선정
66) 김선정 외(2010) 재인용
67) 서혁(2007)에서는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차이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우선 교수·학습

의 목표에 대해서 “국어교육의 목표가 창의적 국어사용(활동) 능력, 국어적 사고력, 문화 
창조로 요약되는 반면에 한국어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과 기본적인 문화 이해에 초
점이 놓인다.”고 하였다. 또한 교수·학습의 내용에 대해 “국어교육에서는 문어 중심과 국어
어문 규정에 따른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창의적인 국어사용을 강조하고, 국어 표현·이해와 
국어 문화, 문학 작품 등과 관련한 지식과 그 활용 능력, 창의적 생산 등을 강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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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면 학습자들의 L2 발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에게 지나치게 새
롭거나 도전적인 과제가 학습의 효과를 낮추게 된다는 연구 결과 역시 이를 뒷받
침해 준다(Bang, 1999). 또한 소집단 내 남녀 비율 차이로 인한 학업 성취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도 선행 경험이 있는 활동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Lockheed·Hall, 1976). 활동을 구성하기 전에 학습자의 관심사를 조사하거나 학
습자의 모국어 환경에 대해 확인한 후 과제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활동 중 발생 가능한 학습자의 발화를 고려하여 활동의 방법을 선정할 수 
있다. 실험수업에서는 IR, PR 유형의 빈도가 높게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상호작용
의 양상 보았을 때 협력적 소집단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과제의 주제를 통해 IR이나 PR 유형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면 학습자의 협력적 상
호작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소집단 그룹 구성 - 소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요인으로는 학습자의 수준
(Seliger, 1977; Leeser, 2004; Watanabe·Swain, 2007; Hwang, 2011)68), 성별
(Lockheed·Hall, 1976; Webb, 1984)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소집단 구성 인원수
와 과제의 성격이 소집단 구성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교실에서 느끼는 L2 불안은 높지 않았지만 발화 활동에 
대한 참여가 소극적이었으며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의 개인적 성격과 문화적 특징
에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같이 활동을 하는 동료 학습자가 중국인
일 경우 상대적으로 더 소극적인 참여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원수를 변인으로 두었으며 실험의 결과 인원수가 많을수록 학습
자들이 심리적으로 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의사소통식 과제 중심 학습
의 목표를 고려했을 때 학습자들이 발화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마냥 편하기만 한 
수업은 교육적 의미가 없다. 그리하여 학습자의 선호도와 발화 빈도의 교집합을 
찾았고 3~4인으로 구성된 그룹이 가장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수
를 3~4인으로 했을 때 모든 학습자가 참여하였다. 

그러나 모든 소집단 활동을 무조건 3~4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집
단 내에서 지도자나 방관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인으로 구성할 수 있
다. 각 학습자의 역할이 분명하거나 발화의 순서가 정해진 활동이라면 학습자가 

학습자들의 사고력 자극을 통한 국어 능력을 신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반면에 한국어 교
육에서는 일상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구어 중심과 국어어문 규정에 어긋
나는 일상적인 한국어 표현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68) 와타나베와 스웨인(Watanabe·Swain, 2007)에서는 소집단 간 성취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에 따라 그룹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혼성 그룹을 형성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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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으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5인 이상으로 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 ‘방관
자’의 가능성을 가진 학습자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학습자를 5~6인으로 구
성할 수도 있다. ‘방관자’인 학습자가 모든 활동에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2인, 
3~4인으로 활동을 할 경우 ‘방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 
5~6인 활동으로 ‘방관자’를 미리 확인하면 그 학습자에 대한 지원과 보조를 고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해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소집단을 구성할 수 있다. 
상호작용이 활발했던 IR과 PR 유형은 상대적으로 어휘와 문법 능력이 더 높은 학
습자가 그룹에 속해 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69)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학습 
수준이 높은 학습자와 학습 수준이 낮은 학습자를 동일한 그룹으로 구성해야 한
다. 상위 수준의 학습자와 하위 수준의 학습자로 구성된 집단에서 발화 빈도가 가
장 높다는 베네트와 캐스(1989)의 연구 결과 또한 이 같은 원리를 뒷받침해준다.

⦁과제 수행 전 단계 – 과제 중심 교수법(Task-Based Language Teaching: 
TBLT)은 의사소통식 교수법의 주요 갈래 중 하나이다. 본고에서 다룬 교수법의 
영역도 의사소통식 교수법 중 소집단으로 수행하는 TBLT이다. TBLT를 활용한 
L2 교수·학습은 일반적으로 ‘과제 전(Pre)-과제 수행(During)-과제 후(Post)’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남성우 외, 2006). 남성우 외(2006)에 따르면 ‘과제 전 단계’
는 “과제의 목표와 주제를 설명하고 유용한 단어와 구를 설명하고 학습자들이 과
제 수행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이다. 본고에서도 선행 연구의 설명에 충실하여 ‘과
제 수행 전 단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과제 수행 전 단계’에 선행하는 ‘과제의 성격’, ‘소집단 그룹 구성’의 각 단계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위 발화 유형이 존재한다면 그 유형들을 고려하여 흐름
에 맞도록 ‘과제 수행 전 단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Ⅳ-3]의 분류를 보
았을 때 활동 과제의 특징에 따라 생성 가능한 학습자의 발화 유형을 추측할 수 
있다. 3~4인으로 구성할 경우, ‘이야기 만들기’ 과제에서는 IS, IR 유형의 발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토론 준비하기’ 과제에서는 IP 유형의 발화가 두드러졌었
다. 이를 통해 ‘이야기 만들기’ 과제에서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

69) 민병곤(2012)에서 화법의 성격에 따라 어휘의 성격을 다르게 규정하였다. 화법의 성격
은 기능, 문화, 능력이 있다. 화법이 기능이라면 어휘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학습해야 
할 언어 행동의 일부’이고, 화법이 문화라면 어휘는 ‘언어 공동체에 따라 부여하는 의미가 
다른 문화적 상징체계로 기능’하고, 화법이 언어 능력이라면 어휘는 ‘언어 능력을 구성하
는 한 하위 요소’다. 본고에서는 소집단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에 초
점을 두었기에 어휘를 언어 능력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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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에 대한 정보를 학습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토론 준비하기’ 과제에서는 
개입을 하기 위한 표현 및 장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즉, 발생 가능한 학
습자 발화를 바탕으로 ‘과제 수행 전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가 발화하게 될 어휘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어휘의 직접적 
제시가 어려울 경우, 과제 수행의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표현을 연습하게 하는 것
이 필요하다.

첫째, 학습자의 발화를 위한 어휘 지도의 필요성에 대해 확인한다. 본고의 연구
를 통해서 활동 주제 및 내용에 대한 정보가 풍부할 때 학습자의 개입이 많아지고 
적극적으로 발화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어휘가 풍부할 때 
학습자 간 발화 상호작용이 활발하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남성우 외(2006)
에서 예로 제시한 TBLT 수업 절차는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어휘
의 제시가 매우 단순하고 제한적이다. 중·고급 학습자의 경우 어휘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며 학습자들이 풍부한 어휘력을 바탕으로 자발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과
제 전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어휘에 노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교사 중
심으로 핵심 단어를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사가 미리 준비
한 단어를 일방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보다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주제와 관련하여 
생성 가능한 어휘 및 표현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과제 수행의 단계에서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발화를 연습하게 하여 학습자
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토론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
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동의 또는 반박
으로 이어진다. 각 상황에 따른 학습자의 발화를 유도하기 위해 ‘토론하기’ 활동을 
진행하는 L2 교실에서 토론을 위한 표현 문형을 별도로 제시하여 수업을 진행하
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정형화된 표현 문형을 학습하고 바로 토론 활
동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토론 표현 문형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경우 학습의 
목표가 발화 참여 향상보다는 토론 문형 사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본고
에서는 토론의 단계에 따라 발생 가능한 발화의 기능을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하고
자 한다. 학습자가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발화의 기능을 이해하면 상대 발화자의 
발화에 개입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발화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선
정 외(2010: 145)에서는 토론에서 발생 가능한 발화의 기능으로 ‘동의하기’, ‘반박
하기’, ‘주장에 대한 근거 대기’를 제시하였다. 

⦁과제 수행 단계 – 실제로 소집단 활동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과제 수행 전 단
계’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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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성격’ 단계에서 결정된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학습자들은 창의력이나 배경지식
을 활용하여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교사는 학습자들이 과제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창의력을 활용하는 과제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학습
자에게 창의력을 요구하면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창
의력이 요구되는 범위를 선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활동에
서는 학습자들이 배경지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김선정 외(2010: 
144)에서는 ‘토론 계획서’를 통해 학습자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주장의 내용, 근
거, 반대 주장 등을 정리할 것을 제안하였다.70) ‘토론 계획서’의 세부 내용으로는 
‘토론 주제’, ‘나의 주장(의견)’, ‘근거 및 이유’, ‘반대 주장’, ‘예상 질문이나 반박 
내용’, ‘나의 대답이나 반론’이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학습목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교사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 특히 학습자들의 발화를 유도하고 진행하는 말하기 수업에서는 교사
에게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 허용 외(2005)에서 일반적인 말하기 수업에서의 교
사 역할을 여섯 가지 제시하였다: 통제자, 촉진자, 상담자, 관찰자, 참여자, 평가자. 
학습자 중심의 협동적인 소집단 활동을 위해서 교사는 위에 제시된 역할을 골고루 
수행해야 한다. 여섯 가지 역할 중 한 가지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종합
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더 빈번할 것이다. 

⦁과제 수행 후 평가 - 소집단 활동이 끝난 후 교사는 학습자에게 적절한 피드
백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피드백은 대체로 평가의 형태로 제공이 된다. 학습자 평
가의 본질적 목적 및 의의에 대해 김성훈 외(2010: 67)에서는 “학생평가에서의 
본질적인 문제는 학습자의 성취 결과를 학습자 간 상호 비교하여 우열을 가리는 
데 있지 않고 학습자에게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자신의 현재 수준을 극복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학습의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해지면서 학습의 과정에 
대한 평가도 중요해졌고 교수·학습의 모형, 방법, 전략이 다양해지면서 학습자에 
대한 평가 방법도 다양해졌다. 김성훈 외(2010)에서 수업의 각 상황에서 실시되는 
평가는 학습의 상황과 목표, 교육내용을 고려한다고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동
학습에서 활용될 수 있는 평가의 예를 제시하여 평가의 다면성을 확인하였다.

김성훈 외(2010)는 집단과정 전 단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제시하여 학습자

70) 김선정 외(2010)에서는 ‘동의하기’, ‘반박하기’, ‘주장의 근거 대기’의 단계에서 사용 가
능한 표현을 익히는 것을 제시하였지만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발화 참여를 향상시키는 목
표를 고려하여 정형화된 표현보다는 각 단계의 기능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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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재 수준을 알기 위한 학습자 개인능력의 평가는 필수적임을 밝혔다.71) 그러
나 본고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평가 방법은 집단 활동에 관한 것으로 ‘집단과정의 
평가’과 ‘집단생산성의 평가’의 내용을 더 세 하게 확인한다. 한명숙(2004)에서 
설명했듯이 활동의 모형에 따라 집단 간 협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경쟁이 발생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집단 간 관계에서 활동을 통해 유도하고자 한 바가 협동
인지 경쟁인지에 따라 평가의 방향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집단 사이의 협동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학습자들이 협동적으로 과제를 
수행했는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즉, 집단의 상호 의존 양상에 대한 평가가 이루
어져야 한다. 교사가 학습자의 집단과정을 평가함으로써 집단의 상호 의존성에 대
한 관심을 유도하고 학생들의 상호작용능력과 집단학습을 통한 학습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활동의 모형이 경쟁을 유도하는 활동이라면 가장 우수한 결과물을 생성한 
집단에 대한 보상 및 긍정적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집단생산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제의 결과물을 구성하기 위한 학습자의 노력보다
는 결과물을 창출해낸 집단의 생산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집단
생산성만을 평가하게 될 경우, 집단 내의 모든 학습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소수의 
우수한 학습자만 활동을 이끌게 되어 학습자 개인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
다. 그러므로 생산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집단 내 학습자 간 상호 의존
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가 교실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거나 활동 과제의 목표를 재확인하
고 활동을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교수·학습 과제

[그림 Ⅳ-6]의 절차를 바탕으로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이 실제 한국어 교실에서 

71) 김성훈 외(2010: 76)에서 제시한 평가 예시를 도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과제에 

관한 설명 
개인적 

초기 학습 
집단

협동학습 
최종 

결과물의 
제시

 종합정리
⇓ ⇓ ⇓ ⇓

학생 
개인능력의 

평가
집단과정의 

평가
집단생산성

의 평가
학생학습의 

평가
학습만족도

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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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하지 않
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 수업의 과제를 구성하고자 한다. [그림 Ⅳ-6]에
서 제시한 항목 중 비자발적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하위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 수업 모형 : 집단 간 경쟁을 유도하는 과제
ⅱ. 수업 방법 : 집단 내에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협동적 과제
ⅲ. 소집단 구성 : 3~4인 그룹으로 활동 가능한 과제

[그림 Ⅳ-6]에서 제시한 단계를 근거로 과제를 제시할 때 수업 모형, 수업 방
법, 소집단 구성 인원, 평가 방법 등은 개념적인 설명만으로도 선택의 범위를 한정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제 수행 전 단계’와 ‘과제 수행 단계’의 내용에 대해서는 개
념에 대한 설명보다 구체적인 활동 예시가 필요하다. 두 단계에서 각각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구체적 활동지로 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①내용/주제 
선정’, ‘②과제 수행 전 단계’, ‘③과제 수행 단계’의 단계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실험수업에서 진행한 과제는 두 가지(창의력 요구 활동, 배경지식 요구 활동)였
으며 각 과제는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근거로 구성되었다. 본 장에서는 학
습자들이 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제를 따로 구성하여 과제를 두 개 제시하고
자 한다: ‘육하원칙에 따라 이야기 구성하기(창의력 요구 활동)’, ‘정보 공유하고 
토론하기(배경지식 요구 활동)’.

(1) 협동과제Ⅰ-육하원칙에 따라 이야기 구성하기
‘이야기 만들기’ 과제를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

고자 한다. ‘이야기 만들기’ 과제를 3~4인으로 구성하면 I, IG, IS, IR 유형의 발화
가 가장 활발하였다. 이러한 학습자의 발화를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한 협동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과제 수행 전 단계’에서 ‘가능한 발화 및 표현 확장’을 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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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협동과제Ⅰ 구성 방법

① 내용/주제 선정
L2 학습자들은 L2로 발화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발화해야 하는 언어의 문법과 

어휘를 선택하는 것보다 내용을 구성하는 것 자체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
어는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로서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문법적으로 학습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말하기 수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 문장 성
분으로서의 담화 구성 요소를 사용하면 문장 구성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담화 
구성 요소는 육하원칙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육하원칙의 각 요소에 대한 정보가 있
으면 긴 문장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상대 발화자의 발화에서 육하원칙의 요소를 
잘 찾으면 이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제에서는 학습자들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배경지식이 없으므로 학습자의 창
의력이 요구되는 활동이다. 그러나 아무런 배경지식 없이 학습자에게 그들의 창의
력에만 의존하여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했을 때 소집단 내 학습자의 관계가 비효율
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준비된 상태에서 활동이 진행되어 학습자의 창의력
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과제 수행 전 단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② 과제 수행 전 단계
‘과제 수행 전 단계’에서는 세 가지를 수행한다. 첫째, 육하원칙에 대해 설명을 

한다([그림 Ⅳ-8]). 둘째, 활동하기 위한 어휘를 확장한다([그림 Ⅳ-9]).72) 셋
72) 고급 교재로 사용 중인 <말하기 쉬운 한국어 9,10>(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서강 한국

어 5A>(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출판), <한국어 고급Ⅱ>(경희대학교 출판부)에서 육하
원칙의 요소를 묘사할 수 있는 어휘들을 발췌하였다. 세 교재에 공통으로 나오는 어휘를 

①내용/주제 
선정 

· 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이야기 구성하기
· 목표 : 육하원칙의 요소를 이해하고 소집단 내에서 동

료 학습자와 협동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하나의 이야기
를 구성할 수 있다.

②과제 수행 
전 단계 

· 육하원칙에 대한 설명(교사 중심)
· 활동 : 통제적 마인드맵, 짧은 문장 만들기

③과제 수행 
단계  · <보기>에서 육하원칙을 선택하여 이야기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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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상대 발화자가 구성하는 발화에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그림 Ⅳ-10]).

첫째, 육하원칙을 설명한다. 성인 학습자라면 육하원칙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L1으로 아는 것과 L2로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육하
원칙의 개념보다는 한국어 글에 나타나는 육하원칙의 양상을 소개해야 한다. 교사
는 소설이나 신문 기사의 짧은 글을 <보기>로 제시한다. 학습자들은 글에서 육하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직접 찾고 활동지의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넣는다. 마지
막 단계에서는 <보기>에서 발견한 육하원칙으로 <보기>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
하는 것을 연습하게 한다. 이는 육하원칙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
시킴으로써 본 활동의 목적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것이다.

둘째, 어휘를 확장한다. ‘이야기 만들기’ 과제에서 빈도가 높았던 발화 유형 중 
IR 유형은 어휘와 관련된 유형이었다. 학습자가 사용 가능한 발화 및 표현을 확장
시켜준다면 학습자 간 활발한 발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가 학습자에게 
매우 익숙하더라도 관련된 모든 어휘가 익숙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고급의 
말하기 수업에서 학습자가 발화하고자 하는 모든 어휘를 교사가 미리 알고 제시하
거나 통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교사는 주제를 최대한의 범위까지 확장하고 학
습자들로부터 다양한 어휘를 유도해 내야 한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어휘
를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확장의 방향을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방
법이 필요하다. 또한 소집단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단계이므로 개인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어휘를 확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마인드맵이 있다. 마인드맵은 기본
적으로 자유롭게 학습자들이 관련된 어휘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그
러나 아무런 통제 없이 자유롭게 어휘를 생각하도록 하면 학습자가 연상하는 단어
의 범위와 수준이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에 의한 
통제가 필요하다. ‘통제’란 교사가 어휘 연상의 방향을 이끌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적 마인드맵’은 활동과 관련된 어휘 목록을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
한다. 학습자에게 분류되지 않은 어휘 목록을 제시한 후 육하원칙의 요소에 맞게 
분류를 하도록 지도한다. 연구를 통해 학습자가 IR 유형 발화를 할 때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학습자의 IR 유형 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다양한 어휘를 쉽게 연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목록에 제시되지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분류나 의미와 무관한 순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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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어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학습자가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실험수업
에서 학습자들이 상대 발화자의 발화에서 특정 어휘를 듣고 자신이 아는 어휘로 
바꾸거나 추가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학습자가 유
의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할수록 학습자 간 발화 교류가 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 경험에 의해 연상되는 어휘가 아니라 반의어와 유의어
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실선으로 된 칸에는 제시된 어휘를 분류해서 
넣으며 점선으로 된 칸에는 학습자가 스스로 생각하여 연관되는 어휘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본 단계에서는 IS 유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IS 유형은 상대방의 발화 
내용을 재확인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개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IS 유형
의 출현을 장려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학습자의 발화가 더욱 활발할 것이다. 
가능한 활동은 ‘짧은 문장 만들기’이다. 소집단 내에서 각자 구성한 문장을 공유하
도록 지시한다.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한 자료가 주어지지만 학습자들은 서로 다른 
문장을 구성할 것이고 다른 학습자가 구성한 문장에 대한 질문을 생성할 것이다. 
질문과 응답의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만드는 이야기에 동참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다. 앞서 ‘통제적 마인드맵’을 통해 어휘의 확장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많은 어
휘에 노출시키는 것보다 확장한 어휘들의 적절한 사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에 초점을 둔다. ‘통제적 마인드맵’을 통해 확장된 어휘가 ‘과제 수행 단계’에서 어
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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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의 글을 읽고 step1에 알맞은 내용을 쓰십시오. step1의 내용을 바탕으
로 step2에 <보기>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쓰십시오.

[그림 Ⅳ-8] 협동과제Ⅰ-육하원칙 도입 활동지 예시

<보기>
한 소년은 대학을 가기 위해 어려운 형편을 등에 지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너무나도 배가 고파 한 소녀의 집에 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먹을 것이 없다며 “우유라도 드세요”라고 말했습
니다. 보아하니 이 소녀의 한 끼일 듯싶었습니다. 소년은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십년이 지나고 그 소녀의 어머니께서 병이 나셔서 큰 종합병원에 입
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녀는 어머니의 간호를 밤새도록 하느라 힘들
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어느 날 치료받은 진
단서와 치료비가 나와 있는 종이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우유 한 병으로 치료비를 대신!”이라고요. 
그 소년이 이 병원의 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출처<티비 동화 행복한 세상>


<step1> 육하원칙



<step2> 한 문장 쓰기
소년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12 -

∎다음의 <어휘 목록>을 보고 아래의 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와 
관계가 있거나 의미가 비슷한 어휘 에 쓰십시오.

[그림 Ⅳ-9] 협동과제Ⅰ-통제적 마인드맵 활동지 예시

<어휘 목록>
붐비다 장인 무뚝뚝하다 향기롭다 훼손하다

무사하다 시냇물 누리다 끝없다 수북하다
싱그럽다 의도적 뿌듯하다 번잡하다 한적하다
이르다 맛집 아늑하다 꾸미다 스스로
야경 환상적 펼쳐지다 고급 푹 빠지다

산뜻하다 불과하다 젊은이 한결같다 소극적
습하다 우아하다 찌푸리다 비웃음 밤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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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의 단어를 3개 이상 사용해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쓰십시오. 그리
고 친구와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 어 휘 >
경복궁

무사하다 
우아하다 
비웃음
강제적

도망치다

⇨                                                                      
                                                                        

< 어 휘 >
찌푸리다
대학교
젊은이
환상적

푹 빠지다
한결같다

⇨                                                                      
                                                                        

[그림 Ⅳ-10] 협동과제Ⅰ-문장 만들기 활동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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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제 수행 단계
‘과제 수행 단계’는 학습자들이 직접 육하원칙에 따라 이야기를 구성하는 단계이

다. ‘왜’와 ‘어떻게’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한 네 가지의 각 요소에 대해 학습자들
이 선택할 수 있는 <보기>를 제시해 준다. 학습자들이 <보기>에서 선택만 하면 
학습자 간 상호작용 과정 없이 수동적으로 선택만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학습자
가 주체적으로 과제를 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왜’와 ‘어떻게’의 내용은 <보
기>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어진 상황에 맞는 내용과 요소에 대해 학습자들
이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고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 다른 육하원칙을 빈칸으로 두어도 된다.

∎<보기>의 각 풍선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야기를 만드십시오. 단, ‘어떻게’와 
‘왜’의 내용은 친구와 함께 이야기해서 완성하십시오.

<보기>

[그림 Ⅳ-11] 협동과제Ⅰ-‘과제 수행 단계’ <보기> 활동지 예시

네 가지 요소를 <보기>를 제시하면 주어진 정보를 선택하는 것이기에 학습자
들이 느끼는 부담이 적으며 구성원끼리 의견을 모아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협동이 
이루어지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만약 <보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학습자들
이 대화를 하기보다 따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가 부족
하여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또한 각 원칙의 요소를 지정하지 않고 네 가지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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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그룹별로 다른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습자들은 그
룹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기에 <보기>를 선택하는 것부터 이야기
를 완성하기까지 협동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2) 협동과제Ⅱ-정보 공유하고 토론하기
실험수업에서 사용한 ‘토론 준비하기’ 과제를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그림 Ⅳ-3]을 통해 확인했듯이 ‘토론 준비하
기’ 과제를 3~4인 구성했을 때 IG, IP, PM 유형의 발화가 가장 활발하였다. 이 
중 ‘이야기 만들기’ 과제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IP 유형의 발화를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한 입력 방법을 고려하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Ⅳ-12] 협동과제Ⅱ 구성 방법

① 내용/주제 선정
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문자를 배우는 것 이상으로 해당 언어의 문화를 학습하고 

수용하는 것도 포함한다(박준언, 2012; 이성재, 1999).73) 이미 영어교육에서는 목
표어 문물에 대한 이해와 영어권 국가의 문화와 사상에 대한 이해를 L2 학습의 
목표로 보고 있다(박경자·장복명, 2011). 한국어 교육도 한국의 문화와 사상에 대
한 이해를 교육의 목표로 선정하고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지도를 할 때, 학습자들이 한국 문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보다 능동
73) 박준언(2012: 53)은 미국의 ‘외국어교육 국가표준 프로젝트(The National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에서 “문화를 외국어 교육의 핵심적 요소로 인
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①내용/주제 
선정 

· 내용 : 전통 문화의 보존 vs. 현대적 재해석
· 목표 :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고 문화의 보존 또는 변

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②과제 수행 
전 단계 

· 한국 전통 문화 확인 및 모국의 전통 문화 소개
· 현대적으로 재탄생한 한국 전통 문화 제시(의식주)
· 토론에서 활용 가능한 문형 연습

③과제 수행 
단계 

· 한국 전통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에 대한 찬성/반대
  : 토론 준비하기 ⟶ 토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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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탐구하게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74) 또한 학습
자에게 생소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문화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주제이므로 
배경지식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구성된 과제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전통 문화의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한
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외국인 학습자들이 접하고 있는 모습에서는 한국의 전
통 문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전통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과 현대 상황에 맞게 변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옳은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국 전통 문화를 대상으로 과제를 수행하지만 넓게는 학습자 
모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고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② 과제 수행 전 단계
본 단계에서는 과제 내용과 진행 방법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 앞서 협동과제

Ⅰ에서는 IR, IS 발화를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였다면 협동과제Ⅱ
에서는 IP 발화를 확장하는 것을 중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과제의 ‘과제 수행 
전 단계’는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활동 내용/주제 확인’의 과정
([그림 Ⅳ-13])이며 둘째는 가능한 발화의 확장을 위한 과정([그림 Ⅳ-14])이
다. 

첫째,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한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지 않았던 학
습자에게는 본 활동 과제의 주제가 매우 생소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교사가 주제
를 최대한 노출시키고 함께 배경지식을 구성해 나간 후에 학습자 간 활동을 유도
한다.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통 문화를 의·식·주로 나누어 소개한다. L2 
교실에서 문화 수업을 성공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시각 자료와 실제적 사물들
이 풍부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다양한 자료들이 존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
다(박경자·장복명, 2011). 그러므로 실물 자료나 사진을 통해 제시하되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더 많은 배경지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전혀 모르는 것이면 질문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유추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에게 생소한 주제를 제시하게 될 경우 학습자들이 쉽게 활동 주제에 동화

74) 이성재(1999: 7)는 “외국어 교사들에게는 문화교육이 정당한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만
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공감과 이해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하여 본고에서 제시하는 
과제의 취지를 뒷받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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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문화만 제시하면 학습자들이 공감을 하
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문화를 학습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학습자의 
경우, 과제의 목적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홉스테드·홉스테드·민코프(2010: 
437)에서 “문화 간 문제는 자국을 떠난 교사들이 불필요한 자료들을 수입하는 데
서 생기기도 한다.”고 하였다. 즉, 교사가 학습자의 국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수업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교사와 학습자의 문화 간 차이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거부감 없이 문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모국 전
통 문화도 함께 비교·대조하게 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
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를 소개해야 하기 때문에 과제 수행
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게 할 수 있다. 

‘과제 수행 전 단계’의 두 번째 과정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토론에서 요구되는 기능에 따른 발화를 연습한다. 교사가 학습자에게 토론
에서 발생하는 발화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학습자의 발화 생성에 도
움이 되지 않는다. 학습자가 각 기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스스로 그 기
능을 활용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토론 주제의 의견을 제시하고 각 기
능에 따라 학습자들이 발화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구성하였다. 학습자에게 제시하
는 토론의 기능은 김선정 외(2010: 145)의 내용을 참고하여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재구성하였다: 동의하기, 반대하기, 반대 의견의 근거 말하기. 학습자
들이 활동을 하기에 앞서 예시를 통해 각 기능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확인한다. 학
습자의 수준에 따라, 발화 생성 능력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활동지에 기능을 제시
하지 않고 별도의 카드로 제공할 수 있다. 기능을 카드로 제공할 경우, 학습자들은 
각 의견에 대해 발화해야 기능을 임의로 선택하게 되며 필요한 발화를 짧은 시간 
안에 생성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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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식·주 전통 문화를 소개합니다. 각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또
한 여러분 나라의 의·식·주 전통 문화를 그림으로 그리고 간단하게 소개하십
시오.

[그림 Ⅳ-13] 협동과제Ⅱ-‘과제 수행 전 단계’ <보기> 활동지 예시

의 식 주
버선 청국장 한옥

저고리 김치 온돌

우리 나라의 전통 문화를 소개합니다
의 : 식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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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와 같이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기’, ‘반대하기’, ‘반대 의견의 근거 말
하기’의 내용을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그림 Ⅳ-14] 협동과제Ⅱ-토론 기능별 발화 입력을 위한 활동지 예시

③ 과제 수행 단계
토론을 하기에 앞서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 ‘과제 수행 전 단계’에서 기능에 따른 발화를 연습했으므로 ‘과제 
수행 단계’에서는 기능을 활용하여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토론의 주제에 대한 자신
의 의견을 정리한다. 김선정 외(2010: 144)에서 제시한 토론 계획서를 바탕으로 
활동지를 구성하였다.

∎동의하기       ∎반대하기       ∎반대 의견의 근거 말하기

<예시>
의견 : 사형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동의하기 ⇒ 사형제도가 없으면 범죄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형제도
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하기 ⇒ 살인자라손 치더라도 범죄자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하기 때
문에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반대 의견의
근거 말하기

⇒ 사형제도가 없어도 범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사형제도가 폐지되고 오히려 범죄율이 줄었습니다. 

의견1) 스마트폰이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

의견2) 약물 복용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실험을 해야 한다.

의견3)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해야 하므로 반드시 교복을 입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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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하기 전에 자신의 의견에 대한 토론 계획서를 작성하십시오. 

[그림 Ⅳ-15] 협동과제Ⅱ-토론 계획서 활동지 예시

3) 교수·학습 과정

앞서 제시한 대상 학습자와 과제를 바탕으로 실제 한국어 교육의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의 수업지도안을 구성하였다. 협동과제Ⅱ의 토론 기능을 위한 교
수·학습 단계는 비교적 명확하다. 반면 협동과제Ⅰ은 교수자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동과제Ⅰ의 수업지도안을 구성하였다. 국내의 한
국어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위한 수업지도안으로서 학습자는 고등학교
를 졸업한 성인 학습자이고 교사는 한국어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
으로 한국어 교실은 학습자 10~15명으로 구성된다. 3~4인으로 소집단을 구성하
면 소집단을 3~5개 만들 수 있으며 교사의 총체적 관리를 위해 6개 이상은 만들
지 않는 것이 좋다. 말하기 과제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100분으로 규정하고 수업 시간은 100분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남성우 외(2006: 285)에서 제시한 과제 중심 교수법의 수업 모형을 따라 ‘과제 
전-과제 수행-과제 후’의 과정으로 수업지도안을 구성하였다. 

도입
(5분) 

과제 전
(40분) 

과제 수행
(50분) 

과제 후
(5분)

도입을 제외한 각 단계의 수행 과정을 앞서 제시한 교수학습의 과제를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토론 주제
나의 의견 1.

2.
의견에 대한 근거 1.

2.
예상되는 반대 의견 1.

2.
반대 의견에 대한 
나의 대답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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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전’에는 과제 수행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학습자들이 소집단으로 이야기를 
구성할 때 적극적으로 발화하여 참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과제의 목표, 주제를 설명하고 과제 수행의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로서 본고에서 
제시한 ‘과제 수행 전 단계’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표 Ⅳ-2> 교수·학습 과정-과제 전
단계 교수·학습

주제 
소개하기

●육하원칙 확인하기(전체 활동, 개인 활동)
-교사 중심으로 육하원칙의 여섯 가지 요소를 소개한다.
-<보기>에 제시된 중문의 글을 교사와 함께 읽는다. 교사는 글
을 읽으면서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을 하여 학습자들이 
육하원칙의 요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 Q. 소녀/소년은 어떤 사람이에요?
      Q. 십년 전에 소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step1: 학습자는 <보기>의 글에서 육하원칙 요소를 찾고 교사
와 함께 확인한다.
 예)

※교사는 학습자에게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육하원칙의 요소는 조
금씩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한다.
-step2: 학습자는 육하원칙의 각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보기>
의 글을 짧은 문장으로 바꿔 쓴다. 2문장 이하로 쓴다.

●통제적 마인드맵(개인 활동)
-제시된 목록의 어휘를 육하원칙 요소에 맞게 분류한다. 분류한 
어휘는 마인드맵의 시작 부분에 쓴다.
※단어를 모르는 경우 사전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분류된 목록의 어휘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어휘를 확장한다. 유

누가: 소년 언제: 소녀를 만나고 10년 
후

어디에서: 소녀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무엇을: 소녀 어머니의 병원
비

어떻게: 의사가 된 소년이 
병원비를 대신 냈다

왜: 10년 전 소녀에게 받은 
우유에 대한 감사 표시

IR 유형 
발화 유
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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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소개하기’, ‘IR 유형 발화 유도하기’, ‘IS 유형 발화 유도하기’를 목적으로 
교수·학습을 위한 활동 과제를 예시로 제시하였으며 각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을 
지도안에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육하원칙 확인하기’는 교실 전체로 진행이 되며 
교사에 의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step1, 2’는 학습자 개인으로 진행하고 결과물
을 통해 교사는 학습자가 육하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통제적 마인
드맵’은 어휘를 확장하는 과제이지만 본 수업이 어휘 수업이 아니라 말하기 수업
이므로 교사가 어휘를 설명하지 않는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어휘를 찾고 탐색하고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짧은 문장 만들기’는 IS 유형 발화를 위한 활
동으로서 학습자들이 사진을 보고 글을 쓰는 것뿐 아니라 동료 학습자와 사진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필요에 따라 학습자별로 다른 사진
을 제시할 수도 있다.

‘과제 수행’의 단계에서는 본고에서 제시한 ‘과제 수행 단계’의 과제를 활용한다. 

<표 Ⅳ-3> 교수·학습 과정-과제 수행

의어, 반의어 등 관련 어휘를 모두 쓸 수 있도록 한다.

●짧은 문장 만들기(짝 활동)
-사진을 보고 주어진 어휘를 사용해서 사진에 대한 설명을 쓴
다.(개인 활동) 
※주어진 어휘를 3개 이상 사용해야 한다.
-각자 만든 문장을 동료 학습자에게 읽어 준다. 
-동료 학습자가 만든 문장을 듣고 육하원칙 요소를 중심으로 사
진의 내용을 확인하다.
-교사는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공유했
는지 확인한다.

IS 유형 
발화 유
도하기

단계 교수·학습
◎3~4명씩 소집단을 구성한다.

●육하원칙에 따라 이야기를 구성
-활동지에 제시된 요소를 바탕으로 교사가 시범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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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전’ 단계에서 수행한 과제들을 통해 육하원칙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고 
어휘와 특정 발화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되었다. 주어진 육하원칙의 요소를 선택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토의하게 되며 ‘왜’와 ‘어떻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
습자 개인의 창의력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성한 이야기를 소집단별로 발표
한 후에는 교실 전체로 발표 내용을 확인한다. 육하원칙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이

※육하원칙의 요소를 단순히 나열하여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요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학습자들은 활동지의 내용에 따라 소집단 내에서 토의를 통해 
육하원칙의 네 가지 요소를 선택하고 ‘왜’, ‘어떻게’의 내용을 창작
한다.
-선택된 육하원칙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한다.

●소집단별로 발표하기
-소집단에서 학습자 한 명이 대표로 집단 내에서 구성한 이야기
를 발표한다.
-교사는 각 소집단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이야기 속 육하원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한다. 필요한 경우 발표한 소집단에게 설
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누가: 30대 대학생 언제: 지난 주말 어떻게: 잃어버린 척함

어디서: 서점 무엇을: 휴대 전화 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았기 때문에

⇒ 지난 주말이었다. 35살이지만 아직 대학생인 김길동 씨는 주말에도 공
부를 하기 위해 전공 책을 사려고 강남에 있는 큰 서점에 갔다. 그런데 서
점에서 자신의 이상형인 ○○○를 닮은 여자를 보았다. 김길동 씨는 오랫
동안 고민한 끝에 용기를 내어 여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기요, 제가 휴대전화를 근처에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휴대전화를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자는 한국 사람이 아니었고 김길동 씨의 말을 듣지 못한 채 책
만 보고 있었다. 그래서 김길동 씨는...

소 집 단 
활 동 의 
내 용 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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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과제 후’ 단계에서는 과제의 정리 및 평가가 이루어진다. 발표의 내

용에서 아쉬웠던 부분이나 학습자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을 확인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표 Ⅳ-4> 교수·학습 과정-과제 후

소집단 구성 인원, 활동 과제의 유형과 내용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활동을 구성하여 소집단 활동을 진행한다. 각 단계별로 학습자의 발화 참여를 유
도할 수 있는 요인이 충족되면 소집단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발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발화의 빈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학습자 간 관계도 협동적으로 나타날 것
이다.

단계 교수·학습

정리하기

●발표 내용 평가하기
-교사는 소집단별로 구성한 이야기를 다시 확인하면서 육하원칙 
요소와 집단별 협력 방법을 중심으로 간단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발표 내에서 새롭게 제시된 어휘가 있으면 교실 전체로 확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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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요약

L2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간 발화를 유도하는 소집단 활동은 필수적이다. 그런
데 소집단 활동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와 교사의 열의와 무관하게 대다수의 
학습자들이 L2 교실에서 적극적으로 발화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 교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의 
60% 이상이 중국어권 학습자인데 한국어 교실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의 발화 참여
가 소극적인 편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경향의 근거를 학습자 요인과 활동 구성 요
인에서 찾으려고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은 설문조사, 실험수업, 인터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박현주(2003)의 모험시
도 설문지와 호르위츠 외(1986)의 FLCAS를 활용하여 모험시도와 L2 불안을 측
정하는 설문조사를 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소집단 활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추가하였다. 설문조사가 끝난 후 실험수업을 통해 
소집단 발화 빈도와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룹 구성 인원과 활동 과제의 유형이 학
습자의 발화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실험수업 후에 학습자의 만족
도와 유창성을 확인하였으며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의 L2 학습 
태도가 중국의 교육 문화와 학습자의 개인적 성격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른 변인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실에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교수·학습 모형의 변인으로 작용한 연구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
은 본고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문제는 한국어 교실 내 중국인 학습자 L2 불안과 모험시도가 학습자
의 발화 참여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학습자의 소집단 구성을 소(2
인)/중(3~4인)/대(5인 이상)로 나누었을 때 학습자의 발화 참여의 효율이 가장 
높은 유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학습자의 L2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는 학습자의 L2 불안, 모험시도, 발화의지(WTC), 활동 과제의 내용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어에서 교육을 받은 학습자 2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L2 학습자들이 L2 불안을 많이 느낀다는 결과와 달리 본고의 설문
에서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실에서 느끼는 불안의 정도는 크지 않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모험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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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실험수업에서 두 가지 주제의 과제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동일한 과제라
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구성원의 수에 따라 학습자가 느끼는 부담감이 달랐고 이는 
발화 참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학습자의 선호도
는 높았다. 하지만 학습자의 발화 빈도를 고려했을 때는 인원이 많은 경우보다 적
은 경우에 발화 빈도가 더 높았다. 이는 구성원이 많을수록 발화의 기회가 줄어드
는 것이 당연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시간적인 문제로 인한 차이가 아니었다. 
학습자 간 관계 형성 유형을 보면 시간적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두 번
째 연구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구성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학습자가 느끼는 부담감이 줄어들었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낮아져서 학습자들이 소
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L2 불안이나 모험시도와 같은 심리적 요인이 직접적으로 발화 참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학습자의 선호도가 달랐던 것을 통해서 학습자의 심리
적 요인이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동료 학습자의 눈치를 보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동료 학습자가 동일한 국적의 중국 학습자인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으로 형성된 학습 태도이며 이 역시 학
습자의 심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자의 총체적인 심리를 고려
했을 때 학습자의 선호도와 발화 빈도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 결과 선호도와 
발화 빈도의 교집합은 3~4인 유형으로 나타났고 이는 교수·학습 모형을 위한 ‘소
집단 구성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소집단 활동에서 과제의 내용과 인원수에 따라 학습자의 
상호작용의 양상과 학습자의 관계 형성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활동 과제의 내용이 학습자의 참여와 관계 형성에 끼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두 
가지 유형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야기 만들기’와 ‘토론 준비하기’ 과제는 기본적
으로 학습자들이 협동적으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활동 영역에 
속하지만 정보를 공유하거나 처리하기, 창의력 활용하기 등에서 차이를 갖는다. 연
구의 결과 상대적으로 창의력이 더 많이 요구되는 활동에서 특정 학습자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배경지식이 더 풍부한 내용의 과제에서 학습자의 참여가 더 
적극적이고 역할이 균등하였다. 동일한 협동 과제였지만 ‘토론 준비하기’ 과제처럼 
창의력이 덜 요구되는 활동에서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했고 학습자가 수행
한 역할도 대등하게 나타났다. 

또한 같은 유형의 과제라고 하더라도 인원수에 따라 관계 형성이 달랐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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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성일 경우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는 학습자가 발생하였다. ‘방관’의 
정도는 그룹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전혀 참여를 하지 않는 학습자가 발생하였
다. 그러나 2인이나 3~4인 구성에서는 ‘방관’하는 학습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
다. 5~6인에서 ‘방관’하는 학습자가 발생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인원이 많은 유형
을 선호하는 결과와 관계가 있다. 학습자들이 심리적으로 편하고 부담을 덜 느끼
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을 선호하지만 이는 학습자의 ‘방관’으로 이어지는 양상
을 보였다. 즉, 인원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부족해서 발화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학
습자가 아예 발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소집단 
내 학습자의 협동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과제
를 제시하거나 소집단 구성을 3~4인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는 교수·학습 
모형을 위한 ‘협동적 관계 형성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연구 문제는 연구의 결과를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원리와 방법에 
대해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결과 소집단 활동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소집단 구성 요인, 협동적 
관계 형성 요인, 교육적 적용 가능한 하위 발화 유형 요인. 연구 문제1, 2의 내용
을 통해 소집단 구성 요인과 협동적 관계 형성 요인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하위 
발화 유형의 경우, 본고에서 아홉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집단 구성 인원수와 활
동 과제의 내용에 따라 아홉 가지 유형이 산출되는 빈도가 달랐다. 하위 발화 유
형은 발화자의 목적에 따라 분류한 것이므로 학습자가 아홉 가지 유형을 모두 발
화하게 할 필요가 없다. 3~4인 구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야기 만들기’ 과제
에서는 IS, IR 유형의 빈도가 높았으며 ‘토론 준비하기’ 과제에서는 IP 유형의 빈
도가 높았다. 과제를 구성할 때 특정 발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학
습자의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 가지 요인들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교수·학습 절차를 제시하였다. 수업의 모
형을 선정하는 것부터 평가까지의 과정을 그림으로 제시하였다([그림 Ⅳ-6]). 각 
단계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과정을 몇 가지 유형으
로 나누어 설계하였다. 교사가 학습자의 구성, 과제의 유형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활동이 가능한 하위 유형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은 그들의 언어
가 아니라 문화를 대표하는 집단이었다. 중국의 집단주의적 성향이 교실 환경에 
영향을 주었으며 학습자들은 권위주의적 교실 환경에 많이 노출되었다. 즉, 교사에 
의한 수동적 학습에 익숙해져 있으며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는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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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비슷한 정도의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다른 국가의 
학습자에게도 본고의 연구 결과를 적용 가능하다. 

2. 제언

L2 교수·학습은 의사소통 중심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 최대한의 학습을 해야 한다. 그
런데 학습자의 태도가 비자발적이거나 소극적이면 학습의 효과를 많이 얻지 못할 
것이다. 소집단 활동에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본고의 연
구가 진행되었고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집단 활동을 구성하고 진행하는 절차
를 제시하였다. 각 절차에서 학습자의 발화 참여를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
는 요소에 대한 분석도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소집단 구성 인원수에서는 3~4
인, 과제의 유형에서는 ‘토론 준비하기’ 과제가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주요하다. 그
러나 교실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만 그룹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2인으로 구성할 경우 학습자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5~6인으로 
구성할 경우 참여하지 않는 학습자가 발생하지만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
다면 교사의 재량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토론 
준비하기’ 과제는 학습자가 배경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과제를 제시하더라도 학습자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과제
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우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교사가 교실 상황에 
따라 각 절차에서 필요한 요소를 적절히 선택하여 소집단 활동을 진행한다면 학습
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L2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그로부터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이 신
장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방향을 두 가지 제시할 수 있
다. 첫째는 학습자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 방향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학습자의 L2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고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의 L2 불
안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의 차이는 학습자 간 친 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험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동일한 교육 기관에서 
최소 4개월 동안 함께 학습한 학습자들로서 피험자 간 친 도가 높은 편이었다. 
경쟁을 해야 하는 상대가 아닌 친근한 동료와 함께 활동을 수행했기에 심리적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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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이 낮았을 것이다. 고급 단계까지 한국어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들의 많은 경
우는 오랜 기간 함께 학습하였기에 친 도가 높다. 반면, 친 도가 높지 않은 학습
자의 경우, 추후 연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
습자의 관계 및 친 도를 요인으로 고려한 연구가 보완된다면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학습자들의 심리적 요인에 대해 더 자세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는 소집단 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과제의 유형에 대한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의미한 한국어 교수·학습의 방향을 마
련하기 위해 협동 과제의 교육적 효과에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협동 과제를 중심
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Ⅳ장의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였다. 교수·학습 모형을 설
계할 때 각 과정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선택 가능한 하위 유형이 
있고 각 과정에 따라 구성 가능한 활동 과제의 종류가 다양하다. 본고에서 예시로 
제시한 과제는 소집단 간 경쟁을 요구하는 수업 모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정
보를 공유하고 처리하는 활동이었다. 그러나 소집단 간 경쟁이 아닌 협동을 요구
하는 수업 모형이 가능하며 활동에서 정보를 공유, 처리할 때 제약이 필요한 경우
가 있다. 즉, 한국어 수업을 위한 과제 중 소집단 간 협동을 요구하거나 소집단 내 
협동을 요구하지 않는 과제에 대한 연구가 보완된다면 효율적인 소집단 활동이 가
능할 것이다.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때 학습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
치가 마련된다면 한국어 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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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group work 
of Chinese students in Korean language 

and its educational application

Kwon, O-Kyu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student participation is essential for 
communicative task-based language learning. However, most students tend to 
be very passive in second language(L2) class. These factors have been 
explained in the previous studies by the theories about anxiety in the L2 
learning environment. Among learning activities, speaking and listening are 
important aspects of language classes. Therefore, in L2 classes, learning 
cooperatively in small groups of peers is a necessity. Students feel unsafe 
and anxious while working with peers. For those who are vulnerable to peer 
anxiety, a special classroom environment must be designed. Over 60% of 
students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are from China, and tend to be very 
passive and unparticipatory in class. Based on previous studies, this thesis 
found that the reasons for the classroom attitudes of Chinese students was 
linked to the Collectivism of their country. China is a country based on a 
Collectivists mindset, in which teachers have a high level of authority and 
students tend to be passive. Chinese students are expected not to speak up 
during class except when asked by the teacher. Voluntary participation is 
critical especially for cooperative learning(CL), so studies over the internal 
and environmental aspects of Collectivism students are needed. This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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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s to identify the psychological factors of these tendencies and to organize 
teaching-learning process.

Findings from previous research about grouping students in L2 classes are 
mostly based on individual student proficiency, first language(L1) or gender. 
The effectiveness of the teaching-learning was examined through the result 
of the tasks, especially grammatical achievements of the students. Not as 
much emphasis was placed on speaking ability and fluency in these studies. 
However, it is important to improve both the speaking ability and fluency of 
students in class.  Student learning is undoubtedly the goal and focus of 
educational systems. It is up to the teacher to coordinate and manage the 
classroom to maximize student learning. Thus, this thesis suggests several 
ways of organizing group work activities to fulfil this purpose: number of 
members and type of tasks. There is little research on those two factors.

The research was processed in three steps: A survey, experiment classes, 
interviews. A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r how Chinese students' 
educational backgrounds affect their L2 anxiety and risk-taking attitude in L2 
class. After the survey, the experiment classes with six different tasks(two 
different tasks in three different types of groups) were carried out for three 
days. Experiment classes were performed for three days to evaluate the 
effect of number of members per group and type of tasks on student 
speech-based participation. Since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effects of these two main factors, other factors such as student 
nationality, experiences from educational culture, and initial Korean language 
ability were controlled to be the same. Twenty seven Chinese students who 
grew up in China and share the same educational background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Student’s speech from the experiment was analyzed into nine 
sub-categories of speech based on the contents. After the analysis, six 
students were interviewed for further information.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suggest four findings.

Although the purpose of the survey was to find out the students’ consc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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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logical state about their own anxiety and risk-taking attitude, the 
results turned out to be opposite to the predictions. Over 50% of the students 
didn’t have anxiety during the Korean class and possessed risk-taking 
attitudes. But those with no conscious-anxiety still didn’t speak up in the 
class. If students had the risk-taking ability but didn’t take risks in class, the 
student-passive L2 environment may not be solely due to the students. 
Further studies are needed.

Secondly, the experiment classes were conducted in three different types of 
groups that consist of two-people, three/four-people, and five/six-people 
group size. According to the result, students favored the five/six-people 
composition. They tended to feel less burden if there were more people in 
the group. However, some of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 
in smaller groups turned into those who only listened in larger groups. 
Considering the frequency of speech, the task and the group’s relationship, 
three/four-people composition is mostly effective for L2 class.

Thirdly, two different types of tasks were carried out for the experiment: 
‘story-making’ and ‘preparing-a-debate’. The former task requires the groups 
to create a story from four different pictures given from a random movie, and 
the latter task demands the groups to prepare for a virtual debate about social 
issues. To prepare a debate, the students needed background knowledge of 
the topics. But for the students, it seemed easier for them to make use of 
their background knowledge than to invent a whole new story from scratch. It 
was obvious that a task which requires creativity from the students made 
them feel more burden during the classes.

Lastly, in all of the six different tasks, students speech showed differences 
in sub-categories of speech. Teaching-learning method considering 
sub-categories of speech may encourage participation of the students .

Based on the results, direction for organizing CL is provided in Chapter 4. 
Si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to provide a strict model of 
teaching-learning procedure, optional selections are possible accord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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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room situation. In this study, twenty seven Chinese students were the 
subjects of the experiment. They were selected because they represented the 
Collectivism's background and not their language or history. Thu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can be applied to other students with a similar propensity. 
Based on their frequency of speech, students' preferences of group size, and 
group relationships, the three/four-people composition and ‘preparing-a- 
debate’ task turned out to be the most effective way of organizing a L2 
learning. However, depending on the classroom situation, the formation can 
vary. Therefore, with the model suggested in Chapter 4, a L2 teacher can 
organize a fluid teaching-learning environment beforehand by considering the 
classroom situations. 

* Key Word : L2 anxiety, risk-taking, Chinese student, Collectivism, group 
work, relationship among students, speech act participation, speech act 
frequency, willingness to communicate(WTC)
* Student Number : 2012-23480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 연구
	1) 학습자 L2 불안
	2) 중국인 학습자
	3) L2 교실 내 소집단 구성 및 활동


	Ⅱ. L2 활동 요인 및 발화 구성 요소
	1. L2 학습자 요인
	1) 학습자의 발화 의지
	2) L2 교실에서의 모험시도

	2. 소집단 활동의 요소
	1) 소집단 활동의 필요성: L2 상호작용
	2) 소집단 활동의 방법: 협동적 과제

	3. L2 교실 내 발생 가능한 발화

	Ⅲ. 소집단 유형별 활동과 학습자 발화 실현
	1.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2) 연구 도구
	3) 연구 대상
	4) 실험수업을 위한 과제 설계

	2. 학습자 설문 및 인터뷰 분석
	1) L2 불안과 모험시도
	2) 소집단 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믿음
	3)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학습 태도

	3. 학습자 발화 분석
	1) 빈도 분석
	2) 양상 분석


	Ⅳ. 소집단 활동 중심의 한국어 교수·학습
	1. 소집단 활동을 위한 고려 요인
	1) 소집단 구성 요인
	2) 협동적 관계 형성 요인
	3) 교육적 적용 가능한 하위 발화 유형

	2. 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
	1) 교수·학습 모형
	2) 교수·학습 과제
	3) 교수·학습 과정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