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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한국어 설명문을 효과적으로 생성하지 못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학습자의 한국어 설명문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을 구안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어 쓰기 교육은 이전에 학습한 문법 항목에 대한 평가 도구
로서의 소극적인 쓰기 교육에 치우친 상태로 진행되어 왔으나, 진정한 쓰기는 텍
스트를 매개로 한 필자와 독자의 의사소통 행위이므로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한국어 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전 인터뷰 결과 한국어 학습
자는 모국어 설명문 쓰기에 비하여 한국어 설명문 쓰기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
달하기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이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생성한 한국어 설명문과 모국어 설명문, 이에 대한 사후 
인터뷰 자료를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
문 쓰기 교육 방법을 구안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먼저 장르에 대한 관점과 장르 지식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필자가 효과적인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르 중심 쓰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쓰기 능력의 구인에 대한 논의를 
종합하여 텍스트 상에서 필자의 장르 지식이 구현되는 층위를 내용․조직․표현으로 
정리하였다. 이어서 다른 유형의 텍스트와 구분되는 설명문의 개념을 살피고, 한국
어 쓰기 교육에서 설명문 쓰기의 의의를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설명문에서 필자가 정보를 구현하는 
방식을 정보의 선정, 정보의 구성, 정보의 표현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방식에서 한
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논의함으로써 수집한 자료
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 분석 틀을 가지고 학습자가 생성한 
한국어 설명문과 모국어 설명문의 특성을 비교하고 사후 인터뷰 자료를 분석함으
로써 학습자가 한국어 설명문에서 정보를 구현하는 방식에 드러나는 문제 양상을 
밝혔다. 분석 결과, 한국어 학습자는 정보의 선정 측면에서 전달하고자 한 사실 정
보와 그에 대한 필자의 판단 누락과 불충분한 정보 확장, 정보의 구성 측면에서 
불완전한 형식적 구성 방식 사용과 주제를 약화시키는 의미적 구성 방식 사용, 정
보의 표현 측면에서 설명문의 상황 맥락에 맞지 않는 표현 사용과 설명문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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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객관성을 약화시키는 표현 사용의 문제 양상을 보였다.
4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

기 교육의 방법을 구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기존의 장르 중심 교수 모
형을 재구성하여 전체적인 장르 중심 쓰기 교육의 과정을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 이해하기, 실제 설명문 쓰기, 설명문의 효과 확인하기 단계로 제시하였다. 특
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인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
인 설명문 생성하기’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인 
실제 설명문 쓰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이
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의 실제에서 마인드맵 
작성을 통한 핵심 정보의 선정, 상호 질문을 통한 정보의 확장, 개요 쓰기를 통한 
형식적 구성 활용, 관계도 작성을 통한 정보 간 의미 강화, 점검표를 통한 부적절
한 표현 확인, 고쳐 쓰기 목록 작성을 통한 표현 수정을 구체적인 교육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설명문에서 필자가 정보를 구현하는 방식을 정보의 선정, 정보의 구
성, 정보의 표현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방식에서 고려해야 할 한국어 설명문의 장
르 특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설명문에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힌 점, 기존의 장르 중심 교수법을 재구성하여 실
제로 확인된 문제 양상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구안함으로써 한
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 점, 학습자의 한국어 설명문과 모국
어 설명문에 드러나는 정보 구현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어 쓰기에 초점을 둔 
교육 방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한국어 교육, 쓰기 교육, 설명문, 장르 중심 쓰기, 장르 특성, 정보의   
           선정, 정보의 구성, 정보의 표현

학  번 : 2010-2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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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가 설명문 쓰기에서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를 구현하지 못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학습자의 한

국어 설명문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방법을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쓰기는 텍스트를 매개로 한 필자와 독자의 의사소통 행위이므로 쓰기 교

수․학습 역시 필자, 텍스트, 독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

러나 지금까지의 한국어 쓰기 교육은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쓰기에 대한 교육

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전에 학습한 문법 항목을 평가하는 도구로서의 쓰기에

대한 교육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인식한 것은 쓰기 교육에 대

한 연구가 주로 결과물로서의 텍스트에 한정하여 논의되어 왔다는 점이다. 텍

스트는 필자가 하나의 담화공동체가 합의한 약속을 따라 생성하고, 이렇게 생

성된 텍스트를 독자가 읽음으로써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점에서 필자와 독

자를 가정한 텍스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수미, 2010:38). 이 가운데 본 연

구에서 특히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필자가 텍스트를 통해 전달하고

자 하는 메시지이다. 필자가 텍스트를 생성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독자와의 의

사소통을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자는 텍

스트 상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

지는 쓰기 행위의 출발점이자 텍스트가 생성된 목적으로서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쓰기 교육에서는 우선 ‘필자가 텍스트를 통해 무엇을 말하

고자 하는가’를 확인하고, 실제 텍스트에서 이러한 필자의 메시지가 효과적으

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필자의 메시지가 독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떠한 문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

석하고 더 나아가 그 문제 양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낸 후, 이러한 분석

을 기반으로 하여 효과적인 쓰기 교육의 방법을 구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쓰기의 결과물인 텍스트를 분석하기에 앞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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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텍스트에서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의 필요성은 다음의

인터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시간 있으면 인터넷에서 찾고 그런 거 할 수 있잖

아요. 사전 보고, 근데 만약에 정한 시간이 있으면 아니면 짧은 시간 안에 쓰면 자

기 생각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런데 단어나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거 쓰고, 아니

면 단어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회피하고. 다른 문장 아니면 다른 쉬운 단어로 쓰

고. 아예 생각 없으면 그냥 회피.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와의 인터뷰 자료>

[가]의 인터뷰에서 한국어 학습자는 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이를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 회피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회피

전략은 학습자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1)의 일환이

기는 하지만 사실상 ‘쓰고 싶은 것을 쓰지 못한’ 상황을 학습자가 지향해야 할

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어 학습자가 쓰기 행위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바는 필자로서 텍스트에서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전달

하는 것이지, 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결과물인 텍스트만

을 분석해서는 필자가 텍스트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완전하게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쓰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텍스트 분석에 앞서

필자가 텍스트에서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

어야 한다.

한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은 필자 누구에게

나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제2언어 필자(L2 writer), 즉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특

히 어려운 부분이다.2) 다음의 인터뷰 자료에서 목표어로 텍스트를 생성해야

1) 커넬과 스웨인(Canale & Swain, 1980)은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으

로 문법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담화 능력(discourse competence), 사회 언어

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전략 능력(strategic competence)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 학습자가 언급한 회피 전략은 의사소통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를 보완하기 

위한 언어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전략 능력에 해당한다.

2) 제2언어 쓰기(L2 writing)와 제2언어 필자(L2 writer)의 특징에 대해 연구한 실바(Sil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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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제2언어 필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한국어로는 안 돼요. 중국어로는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어요. [……] 중국어로

는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좀 논리성이나 음… 표현력을 좀 높은 수준을 보여줘야

하는데, (중국어로) 보여줄 수 있어요. 아마도 다른 사람보다. 근데 한국어로 쓰면

초등학생의 표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의 인터뷰 자료>

[다]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글의 조직, 아이디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지 가장 어려워요. [……] 그리고 아무래도 내 사고를, 그, 텍스트로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논리적, 조직성

뭐, 그리고 연결, 형태적으로는 뭐 단어부터 생각해야 되고 [……] 그런 거 모국어

로는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요. [……] 아무래도 그런 작업은 모국어보다 힘든 거죠.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와의 인터뷰 자료>

[나]. [다]의 인터뷰 자료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모국어로는 효과

적인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도 목표어인 한국어

로 텍스트를 생성할 때는 쓰고자 하는 대로 잘 쓰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

하고 있었다. 이는 일차적으로 언어 자체, 다시 말해 모국어가 아닌 목표어

를 사용해 텍스트를 생성해야 하는 데서 오는 인지적, 정의적 부담에서 기

인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제2언어 필자는 자신과 상이한

담화공동체의 구성원을 독자로 상정하고 텍스트를 생성해야 하므로 독자에

게 용인 가능한 텍스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많은 인지

적 노력을 들여야 한다. 쓰기 행위가 필자와 독자의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필자는 자신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

식’으로 표현해야 함은 자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담화공동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2언어 필자가 처음부터

1992, 1993)에 따르면 제2언어 필자의 텍스트는 모국어 필자(L1 writer)의 텍스트에 비

해 더 수고스럽고(more laborious), 덜 유창하고(less fluent), 덜 생산적인(less 

productive)인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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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준비 없이 이 방식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다. 그러므로 제2언어 필자는 목표어로 효과적인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

해서 목표어 담화공동체의 독자가 필자의 텍스트에서 기대하는 내용과 이

를 전달하는 방식을 학습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이 바로 사회적으로 인지된

언어 사용에 관한 방식(Johns et al., 2006:237)으로서의 장르(genre)이다. 바

꾸어 생각하면 이는 한국어 쓰기 교육의 지향점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다

시 말해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필자로서 경험하는 어려

움을 극복하고 효과적인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습자에게

한국어 담화공동체의 독자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 한국어

담화공동체의 장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한편 독자의 기대는 텍스트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

보고자 하는 텍스트 유형은 설명문이다. 설명문은 필자가 독자에게 정보를 전

달하고 이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와 독자의 정보 교환은 실제

로 나타나는 대다수의 텍스트의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이는 오랫동안 의사소통

그 자체와 동일시되었다(Heinemann et al., 1991; 백설자 역, 2001:197). 이를

고려할 때 한국어 설명문은 한국어 학습자가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방법을 배

울 수 있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중요한 텍스트 유형이라고 하겠다. 한국어 학습

자는 한국어 설명문 쓰기를 학습함으로써 텍스트를 통한 가장 기본적인 의사

소통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설명문 쓰기에서 학습자가 효

과적인 텍스트를 생성하지 못하는 양상을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에 비추

어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

육의 방법을 구안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한국어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한국어 쓰기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의 시작은 교포 2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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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와 쓰기 교육에 대해 논의한 백봉자(1987)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한국

어 쓰기 교육 연구는 다른 영역의 연구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2000년 전후를 기점으로 연구의 양과 범위가 급속히 확장된다. 이 무렵의 대표

적인 연구로 김정숙(1999)을 들 수 있는데, 이 논의는 한국어 쓰기 교육이 문

법 학습의 보조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면서 쓰기가 하

나의 의사소통 행위로서 담화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

조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어 쓰기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특징은 특수 목적

한국어 쓰기에 관한 연구 결과가 활발히 축적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국내

유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

들 학습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인 한국어 쓰기 영역에 대한 연구가 본격

화되었다. 한국어 학문적 텍스트에 드러나는 구조적 특질과 언어 사용역을 살

피고 이에 대한 지식과 그 활용 방법을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한 용재은(2004),

학문 목적 쓰기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 쓰기인 보고서 쓰기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 수학 목적의 한국어 쓰기 교수요목을 설계한 이준호(2005), 학문 목적 한

국어 학습자의 쓰기 평가를 위한 분석적 채점 척도를 내용, 짜임새, 문장구조

와 문체, 어휘, 맞춤법과 띄어쓰기의 다섯 가지로 제시한 이은하(2007) 등을 통

해 이를 살펴볼 수 있다.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는 일반 목적 한국

어 교육과 구분하여 대학 수학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에 필요한 교육 내용과 방

법을 구안하여 학습자에게 보다 실제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

요한 분야이다.

또한 언어권별 학습자의 한국어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였다. 태국

인 학습자가 생성한 텍스트의 오류를 분석하고 이를 학습 대상어 인지오류와

모국어 간섭 오류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지도 방안을 모색한 싯티니 탐마차이

(2001), 터키어와 한국어를 대조분석하고 터키인 학습자가 생성한 텍스트의 오

류 분석을 통해 터키인 학습자에 대한 한국어 쓰기 교육 내용을 연구한 괵셀

튀르쾨쥐(2004),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오류를 언어

내․언어 간, 단어․문장․텍스트 차원으로 구분하고 교육 방안을 모색한 응웬

티 후옹 센(2006)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언어권에 따른 쓰기 교육은 학습자의

한국어 쓰기 학습에 미치는 모국어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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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확대되어야 할 연구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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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어느 하나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선행

연구 중에서 특히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쓰기 텍스트를 생성하는 필자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이다. 대표적인 연구로 진대연(2006)과 이수미

(2010)를 들 수 있다. 먼저 진대연(2006)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 발

달 과정을 기술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텍스트를 내용, 조직, 문법, 어휘, 표기

범주로 살펴보고, 이를 급별, 언어권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이전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가 교사 중심으로 치우쳐 이루어진 점을 지적

하면서 교육의 또 다른 한 축을 구성하는 학습자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

조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문제 의식과 상통한다. 다음으로 이수미(2010)에

서는 한국어 학습 필자가 생산한 자기 표현적 텍스트를 언어 형태, 내용․의

미, 사용 맥락의 세 가지 틀에 따라 분석하여 텍스트성이 잘 구현되지 않는 양

상을 밝히고 이에 대한 교육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논의는 한국어 쓰기 교육이

문법 교육의 평가 도구에 머물러 있는 현상을 문제 삼고 쓰기 교육은 ‘쓰기’

자체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점, 학습자가 보이는 현재 상태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아 학습자 중심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진행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이와 같이 한국어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는 쓰기 영역을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오고 있으나 아직 필자(한국어 학습자)에 초

점을 두고, 다시 말해 필자가 무엇을 어떻게 쓰려고 하고, 실제로 무엇을 어떻

게 쓰는지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또한 필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

구의 경우도 그 논의의 출발점을 필자로 삼았다기보다는 필자가 생성해낸 텍

스트만을 분석함으로써 필자를 유추해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사

실상 온전히 필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쓰기 행위가 특정한 메

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필자의 의사소통 목적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필자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이며 그것이 실제 텍스트에서 어떠

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는 쓰기 행위의 출발점을

살핌으로써 학습자 중심적인(learner-centered) 교육 방법을 구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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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르 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는 특정한 쓰기 이론과 결합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본 연구의 초점인 장르 중심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장르 중심

쓰기 이론과 관련된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보라미(2008)에서는 교포 학습자(heritage learner)가 격식적인 상황 맥락을

전제로 하는 쓰기를 어려워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교포 학습자의 편지글과 신

문기사에 나타난 장르적 특징을 내용·구조·문체적 지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고, 모국어 필자가 연령에 따라 장르에 적합한 격식 표현을 사용하는 데 비해

교포 학습자의 격식 표현 여부는 한국어 숙달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논의

하였다. 최은지(2009a)에서는 작문의 과정을 사회적 의미 구성의 과정으로 보

는 사회적 구성주의 작문 이론에 기반을 두고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학

문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문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문 목적 한

국어 작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담화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텍스트 의미가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장르 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에 해당한다. 또한 오유진(2009)에서는 장르

중심 교수법을 적용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에게 보고서 쓰기를 교육하

고, 장르 중심 교수법이 보고서에 대한 학습자의 장르 인식과 함께 보고서 쓰

기에 대한 자신감까지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정다운(2009)에서는

고급 수준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학습자가 어휘, 문법, 내용을

의미적으로 잘 연결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

법으로 장르 중심 쓰기와 과정 중심 쓰기의 통합을 제시하면서, 이때 장르 중

심 쓰기가 교육의 내용으로 적용됨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은혜(2011)에서는 장

르 지식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가 작성한 설명문

과 논설문에 나타나는 장르 인식의 양상을 다섯 가지(의사소통 목적, 필자와

독자의 관계, 구조·형식, 주제·내용, 수사적 지식)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이미혜(2010)에서는 장르 중심 쓰기 교육의 내용 체계를 제안하기 위해 교재

분석을 통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장르 중심 쓰기 교육이 어떻게 이

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텍스트의 미시구조, 거시구조, 최상위구조의 교육

내용 구성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이미혜(2011)에서는 한국어 쓰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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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서 장르에 대한 논의가 특정 장르를 대상으로 한 장르 분석에 치우쳐 있

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장르 전반에 대한 분류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한

국어 쓰기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장르 분류 방법을 제안하였다.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장르 중심 쓰기가 논의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아직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언어 쓰기의 경우 필자와 독자가 상이한 담화공동체

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학습자는 필자로서 목표어 담화공동체의 독자가 용인할

수 있는 텍스트의 장르 특성을 학습해야 효과적인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에서는 한국어 텍스트의 장르 특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구명하고, 이를 교육하는 장르 중심 쓰기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2.3.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

다음으로는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 연구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 연구는 초점에 따라 크게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과 텍

스트 구조 교육의 두 가지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진행되어왔다.

우선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 연구는 쓰기의 목적과 교육 대상의 측면에서

는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 분야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수학하는 한국어 학습자가 주로 접하는 텍스트의 유형이 설명문이

기 때문이다. 김정숙(2000)에서는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한국어 기능 가운데 쓰

기와 관련된 기능으로 강의 듣고 노트하기, 책․논문 읽고 요약하기, 보고서

쓰기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텍스트 유형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이나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이다. 학문 목

적 한국어 학습자의 설명문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신필여(2008), 목계연

(2008) 등이 있다. 신필여(2008)에서는 대학에서 수학하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 상황을 시험으로 보고 시험문항의 유형을 ‘정의하시

오, 설명하시오, 서술하시오, 비교․대조하시오, 논하시오’의 다섯 가지 유형으

로 나누어 각각의 구조를 분석한 후, 학습자의 실제 시험답안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설명문 쓰기 교육 내용과 방안을 구안하였다. 한편 목계연(200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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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학 수학 목적 한국어 학습자에게 설명문 쓰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

면서 설명문의 구조를 기술 집합, 비교 대조, 인과 구조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

성과 내용 전개 양상, 텍스트 구조 표지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논의는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 구조를 도식화하여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

나 이것이 표지 사용 양상 논의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

를 가진다.

다음으로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 연구는 텍스트 구조 교육과 관련을 가지

고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설명문의 특징 중 하나인 논리성에서

기인한다. 논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설명문에서는 텍스트 구조가 비교적 뚜렷하

게 드러나기 때문이다(이삼형, 1994:7).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과 텍스트 구

조를 함께 논의하고 있는 연구로 김미경(2007)과 김선영(2008)이 있다. 김미경

(2007)에서는 텍스트의 거시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그 중에서도 원인-결과, 문

제-해결, 비교-대조의 텍스트 구조를 학습하는 것이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능

력의 외적인 형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됨을 밝혔는데, 이는 설명문을 전면

에 드러내어 진행한 연구는 아니지만 설명문인 학습 자료와 쓰기 과제를 활용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김선영(2008)에서는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

재를 분석하여 텍스트 구조 유형의 다양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히 설

명문 구조의 이해와 구조 지식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 수학 목적 한국

어 학습자를 위한 설명문 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 연구는 주로 학문 목적의 한국어교육

쓰기 분야와 텍스트 구조에 관한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져왔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설명문이 갖추어야 하는 형식적 측면에 초점을 맞춤으로

써 텍스트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 자체, 다시 말해 의미적 측면의 실현을 상

대적으로 경시하였다는 한계를 보인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국

어 학습자가 필자로서 설명문에서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학습자가 실제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

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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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주제 수집한 텍스트 수 학습자 국적 및 수3)

자기 나라의 명절에 대해 소개하기 13편 러시아 1명

베트남 2명

아르메니아 1명

인도 1명

중국 6명

터키 1명

자기 나라의 음식에 대해 소개하기 10편

자기 나라의 명소에 대해 소개하기 1편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 소개하기 8편

<표 1> 학습자의 한국어 설명문 수집 자료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가 설명문을 생성함에 있어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

현하지 못하는 양상을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 측면에서 분석한 후, 학습자

가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구현할 수 있는 효

과적인 쓰기 교육 방법을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설명문에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양상과 그

원인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2011년 11월 16일부터 2012년

2월 14일까지 다음과 같이 한국어 학습자가 생성한 한국어 설명문 자료 32편

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대상은 모두 S대학 국어교육과 석사과정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이다. 실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험 대상의 수준을 비교적 균등하게 맞추어야 한

다고 판단하여 최소 3년 이상의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학습자 중에서 동일

전공으로 하나의 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쓰기 주제는 학습자가 주제에 대한 내용 지식4)이 부족하여 텍스트를 생성하

3) 본 연구는 학습자의 국적에 따른 텍스트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 아닌 관계로 학

습자의 국적을 제한하지 않았다.

4) 트리블(Tribble, 2003)은 텍스트를 생성하는 필자가 알아야 하는 지식으로 내용 지식, 맥

락 지식, 언어 체계 지식, 글쓰기 과정 지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내용 지식은 본 

연구에서 필자가 이미 갖추고 있는 요소라고 전제한 지식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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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자가 평이하게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평이한 주제라고 하더라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

서 갑작스럽게 내용 지식을 마련하여 텍스트를 생성해야 하는 상황 역시 학습

자에게 인지적으로나 정의적으로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하여 미리 주제를 제

시하고 쓸 내용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쓰기 텍스트를 생성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고

려하여 실제적인(authentic) 과제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고 쓰기 시간은 1시

간으로, 분량은 A4용지 1장(35줄)으로 제한하였다.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시간이 무제한적으로 주어져 있다면 필자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텍스트를 계

획하고, 실제로 작성한 후 이를 다시 고쳐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으로 필자에게 주어진 쓰기 환경은 이와 다르다. 필자는 주어진 시간 안에 전

달할 메시지를 생각하고 이를 효과적인 순서로 조직한 후 적절한 방식의 표현

을 사용해 텍스트를 생성해야 한다. 또한 쓰기 과제 환경 상의 제한을 두지 않

게 되면 학습자가 작성한 텍스트의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하

시키는 문제도 야기하게 된다. 과제 수행 상의 조건이 통제되지 않는 경우 학

습자에 따라 하나의 텍스트를 작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각기 달라진다. 이러

한 상황에서 생성된 각각의 텍스트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게 되면 분

석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자

에게 실제 쓰기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

기 위하여 쓰기 과제 환경 상의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한국어 설명문과 함께 학습자가 모국어로 생성한 설명문을 함께 수집

하여 이를 번역한 후 설명문에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학습자가 모국어

로 생성한 설명문을 함께 분석한 이유는 학습자가 한국어로 설명문을 작성할

때와 모국어로 작성할 때 나타나는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학습자의 모국어가

한국어 설명문 쓰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 학습자는

목표어 학습을 하기 전에 이미 모국어에 대한 인지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

태이기 때문에 한국어 설명문을 생성함에 있어서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

자가 필자로서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 즉 내용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텍스트에서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

가 내용 지식이 부족하여 텍스트를 작성하지 못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평이하고 

일반적인 주제를 선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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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주제6) 수집한 텍스트 수 학습자 국적 및 수7)

자기 나라의 명절에 대해 소개하기 4편

러시아 1명

베트남 1명

아르메니아 1명

중국 3명

터키 1명

자기 나라의 음식에 대해 소개하기 4편

고향의 유명한 음식에 대해 소개하기 3편

자기 나라의 명소에 대해 소개하기 3편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 소개하기 4편

유학 생활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기
3편

<표 2> 학습자의 모국어 설명문 수집 자료

국어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의 한국어 설명문의 특징과 모국어 설

명문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쓰기 자체의 문제와 한국어 쓰기의 문제를 구분

하여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한국어 쓰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반영할 수도 있

다.5) 학습자의 모국어 설명문 자료는 2012년 2월 16일부터 2012년 2월 27일까

지 총 21편을 수집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5) 이는 학습자의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문제 양상이 쓰기 자체의 원인으로 진단될 경우, 이

를 한국어교육의 영역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불완전한 모국어 쓰기 교육에서 

기인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한국어 쓰기에 영향을 미친다면 한국어교육에 포함하여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어 쓰기에서 기인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여 한국어교

육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교육적 책임 회피일 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의 효과까지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6) 학습자의 모국어 텍스트를 수집하는 데 있어 일부는 한국어 텍스트와 동일한 주제를, 일

부는 한국어 텍스트와 유사한 주제를 제시하였다. 일부 모국어 텍스트 쓰기 주제를 한국

어 텍스트 쓰기 주제와 다르게 선정한 이유는 한국어 텍스트와 동일한 주제를 주는 경우 

학습자의 기억효과(memory effect)로 인해 선행하는 텍스트 쓰기 경험이 후행하는 텍스

트 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주제의 텍스트는 선행하는 텍

스트를 작성한 지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작성하여 기억 효과의 영향을 가능한 

한 적게 받도록 하였다.

7) 동일한 학습자가 생성한 한국어 텍스트와 모국어 텍스트를 비교하고자 하였으므로 한국어 

텍스트 쓰기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 가운데 일부 학습자를 대상으로 모국어 텍스트 쓰기 

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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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을 전통적인 패러다임에 따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구분할 때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8)을 활용한다. 질적 연구란 양적․통계적 연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더욱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주제를 다룰

때 활용되는 방법이다(김혜연, 2005:10). 필자가 텍스트를 통해 특정한 메시지

를 전달하기로 결정하고 쓰기 행위를 시작하는 과정은 필자 내부에서 일어나

는 인지적 과정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이것을 계량화하기보다 심층적인 인터

뷰를 통해 개별적인 사례를 이해함으로써 필자의 의사소통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텍스트에서 구현되는 방식 역시 수

치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의도한 바와 실제 텍스트에 드러난

메시지의 양상을 비교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記述)함으로써 논의할 수 있

는 것이다. 질적 연구는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모

든 연구가 반드시 일반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질적 연

구물들이 축적되어 하나의 경향이나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

히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필자로서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를 실제 텍스트에서

구현하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된 연구 방법으로 학습자의 텍스트 분석

과 인터뷰를, 보충적인 연구 방법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설문조사는 학습자가 텍스트 생성 직후 텍스트에서 전달하고자 한 메

시지, 그 중에서 특히 강조하고자 한 부분, 전달이 어려웠던 부분, 예상 독자에

대한 필자의 인식 등을 살펴보기 위해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자에

게 폐쇄형 문항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학습자마다 텍스트를 통해 전달하고

자 하는 바가 다르고 전달하려는 내용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나

텍스트를 생성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일

8) 그로트얀(Grotjahn, 1987)은 연구 방법에 대한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을 비판하면서 실제 

연구 분석을 할 때에는 자료 수집 방법(실험을 통해서 자료를 얻었는가, 아닌가),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의 성격(질적인가, 양적인가), 그리고 그 자료를 분석한 방법(통계적인가 

해석적인가)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Nunan, 1992; 안미란 외 역, 2009:6에서 재인용).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본 연구는 그로트얀(Grotjahn, 1987)의 패러다임 3, 즉 ‘실험적이

거나 실험에 준하는 설계’를 통해 ‘질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해석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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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적인 선택지로 구성하여 고르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학습자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그것을 텍스트에서 구현

하는 방식을 수량화하여 제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텍스트에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양상과 그에 대한 원인을 질적으로 분

석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구안하는 데 있으므로 학습자

가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유형의 설문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

였다.9)

텍스트 분석은 ‘학습자가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을 반영하여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그렇지 못한 문제

양상을 밝혀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학습자가 텍스트를 생성할 때 문법적으

로 오류가 없는 정확한 글을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법적으로 정확한

텍스트라고 해서 바로 효과적인 텍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쓰기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둘러싼 필자와 독자의 의사소통 행위이므로

필자는 독자가 용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이다.10)

따라서 학습자의 텍스트 분석에서는 문법이나 어휘 등의 언어적 지식뿐만 아

니라 문장 이상의 단위에서 문장 간, 단락 간의 의미 관계나 텍스트 구성 방식

이 학습자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

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명문에서 필

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정보를 선정․구성․표현하는 활동을 정보의

구현으로 보고 실제 한국어 설명문에서 드러나는 정보 구현 상의 문제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틀의 구체적인 내용은 3장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9) 누난(Nunan, 1992)에서는 설문조사에서의 설문 항목을 크게 폐쇄형 문항과 개방형 문항

으로 구분한다. 폐쇄형 문항에 대한 응답이 서로 비교하고 분석하기가 쉽기는 하지만 개

방형 문항이 응답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Nunan, 

1992; 안미란 외 역, 2009:205)

10) 이와 관련하여 보그란데와 드레슬러(Beaugrande & Dressler, 1981)는 인간의 의사소통

(communication) 단위를 문장이 아닌 텍스트라고 보았다. 우리가 흔히 말의 단위라고 생

각하는 ‘문장’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즉 앞으로 활용되어야 할 추상적, 잠재적(virtual) 체

계에 속하며, 주로 ‘문법성(grammaticality)’에 의존하지만, ‘텍스트’는 현실적 시간 안에서 

의사전달을 목적으로 한 의사소통 행위 속에서 실현(actualization)되는 언술의 단위이므

로, 중요한 것은 그 문법성이 아니라(문법성은 바람직한 기준치에 불과하다) ‘장면성’이나 

‘상황성’, 그리고 발화자의 ‘의도’인 것이다(Beaugrande & Dressler, 1981; 김태옥․이현호 

공역, 1995: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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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후 인터뷰는 학습자가 설명문을 생성한 직후에 개방형 설문에

응답한 내용과 학습자의 실제 설명문을 가지고 실시하였다. 사후 인터뷰의 초

점은 학습자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와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

움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인터뷰는 그 형식성의 정도에 따라 비구조적

(unstructured) 인터뷰, 반구조적(semi-structured) 인터뷰, 구조적(structured)

인터뷰로 구분할 수 있다(Nunan, 1992; 안미란 외 역, 2009:213). 구조적 인터

뷰는 풍부하고 다양한 답변을 얻기 힘들 뿐만 아니라 답변의 의도와 깊이를

확인하기 곤란한 단점을 가지는 반면 인터뷰 시간을 절약하고 결과를 객관화

하여 계량적으로 처리하기 좋다는 이점이 있고, 비구조적 인터뷰는 구조적 인

터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신 미숙한 면담자의 경우 인터뷰를 무질서하

고 비효율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조용환, 1999:120).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학습자의 텍스트에 드러난 양상을 깊이 있게 이

해하고자 하였으므로, 학습자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와 텍스트 생성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 사항은 미리 정해두고 이와 함께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질문과 대답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반구조적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전체적인 절차는 ‘쓰기 과제 제시 → 학습자의 쓰기 내

용 준비 → 실제 설명문(한국어, 모국어) 쓰기 → 학습자가 생성한 설명문에

대한 사후 인터뷰’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절차를 통하여, 2장에서는 먼저 장르에 대한 세 가지 관점과 장

르 지식의 구성요소를 검토함으로써 장르 중심 쓰기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그

런 다음 필자가 갖추어야 할 장르 지식이 실제 텍스트에서 실현되는 층위에

대해 검토한 후, 한국어 교육에서 장르 중심 쓰기의 의의를 논의하기로 한다.

이어서 설명문의 개념과 목적을 살피고 설명문 쓰기가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논의하겠다.

3장에서는 텍스트의 각 층위에서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이 어떠한 방식

으로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학습자의 설명문을 분석하기 위

한 틀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이 분석틀을 가지고 학습자가 생성한 실제 설명

문과 인터뷰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학습자의 한국어 설명문에서 드러나는 문제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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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4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

어 설명문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

의 방법을 구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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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의 이론적 전제

1.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장르 중심 쓰기의 위상

1.1. 장르 중심 쓰기의 특징

쓰기 이론의 흐름은 크게 결과 중심(product-oriented) 쓰기 이론11), 과정 중

심(process-oriented) 쓰기 이론12), 장르 중심(genre-based) 쓰기 이론의 세 가

지로 전개되어 왔다. 이 중에서 장르 중심 쓰기 이론은 이전의 과정 중심 쓰기

이론이 필자의 텍스트 생성 과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담화공동체의 구성원인

독자에게 용인될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에 따라

등장하였다. 아래에서는 장르 중심 쓰기의 핵심이 되는 장르(genre)에 접근하

는 세 가지 관점과 장르 지식(genre knowledge)의 구성 요소에 관한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장르 중심 쓰기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1.1. 장르에 대한 관점

장르에 대한 관점은 체계 기능 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FL)의 사회적 목적으로서의 장르, 신수사학(New Rhetoric, NR)의 상황에 따

른 행위로서의 장르, 특수 목적 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 ESP)에서

의 전문적 능력으로서의 장르라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Hyland, 2004:24-25).

먼저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는 언어 형태가 언어 기능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11) 결과 중심 쓰기 이론은 객관주의에 기반을 둔 1960년대 중반 이전의 형식주의 작문 이론

으로, 완성된 텍스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모범적인 글의 모방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조한

다. 형식주의 작문 이론가들은 텍스트를 ‘의미를 온전히 담고 있는 자율적인 실체’로 규정

하고 필자를 의미 전달자로, 독자를 수동적인 의미 수신자로 취급하여 작문 능력은 지속적

이고 체계적인 모방과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박영목, 1994:201-202).

12) 1960년대 중반에 대두되어 1970년대 활발히 논의된 과정 중심 쓰기 이론은 인지 구성

주의 관점에서 필자의 의미 구성 과정을 중시하였다. 쓰기 연구 및 교육의 방향이 텍스트

에서 학습자로, 반복 훈련 및 모범 텍스트의 분석에서 학습자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고 그

것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뀐 것은 연구자들이 인지 구성주의 

관점을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박태호, 20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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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또한 사회적 목적에 따라 이러한 언어 형태가 달라지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체계 기능 언어학의 관점에서 장르는 사회적인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언어 형태를 통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할리데이(M.

Halliday, 1994)에서는 이를 사용역(register) 이론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사용

역 이론에서는 언어 사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 상황 맥락을 크게 장

(field), 주체(tenor), 방식(mode)13)으로 구분하고 이들 맥락이 각각 관념적

(ideational) 의미, 상호작용적(interpersonal) 의미, 텍스트적(textual) 의미와 결

부되어 각각의 의미를 실현하는 언어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이처럼 체

계 기능 언어학에서는 장르가 맥락에 따라 결정되고 이것이 언어 형태로 나타

난다고 보았기 때문에 장르에 따른 언어 형태, 문법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인다.

한편 신수사학의 장르에 대한 관점은 논의의 초점을 언어 형태에 두지 않고

언어 형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행위에 두었다는 점에서 체계 기능 언어학의

장르에 대한 접근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신수사학에서는 장르가 사용되는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는데, 스웨일즈(Swales, 1990)에서

는 신수사학의 관점이 사회적인 행위의 수단이자 의사소통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또는 목적 자체를 정교화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장르를 강조한다고 설명

하였다(정다운, 2009:32). 교육적인 측면에서 신수사학은 수사적 자질의 효과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장르를 사용하는 담화공동체의 목적을

인식시키는 데 관심을 가졌는데, 이것은 장르 중심 쓰기에서 담화공동체의 구

성원, 즉 독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성으로 연결된다. 이는 또한 텍스트의

의미가 필자 개인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둘러싼 사회적인 맥

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과 상통하는 것이기

도 하다.

마지막으로 특수 목적 영어에서는 학문적 직업적인 맥락에서 영어를 모국어

로 하지 않는 학습자에게 필요한 글을 쓰게 하는 도구로서의 장르에 관심을

가진다. 이로 인해 특수 목적 영어에서 장르는 서사, 논증, 자기표현과 같이 일

반적인 수사적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논문, 회사 연례 보고서, 서

평과 같이 보다 실제적인 유형으로 제시된다. 특수 목적 영어의 장르에 대한

13) 용어의 번역은 박종훈(2007)을 따랐다. ‘장’은 담화의 화제나 초점을 뜻하고, ‘주체’는 청

자와의 역할 관계를 뜻하며, ‘양식’은 상호작용에서 언어가 수행하는 역할을 뜻한다

(Eggins, 1994:52; 박종훈, 2007:3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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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초점 학문적 근원 교육학적 배경 교육 맥락 예시 장르

체계기능언어학
담화 구조

및 자질
체계 언어학

비고츠키(ZPD)

교수-학습순환

모국어 학교,

성인 이민자

서사, 보고,

자기표현

신수사학
사회적 목적,

맥락
후기 구조주의

발견적 교수법,

일반적 구성

모국어

대학 작문

정치업무지침서,

특허,

의학 보고서

특수목적영어
담화 구조

및 자질

체계기능언어학,

의사소통적

언어교수, 화용론

의식 고양,

요구 분석

직업적․학문적

훈련

기사, 메모,

광고 편지

<표 3> 장르에 대한 관점(Hyland, 2004:50)

관점은 신수사학의 주요 관심인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는 한편 텍스트의 구조

에 대한 체계 기능 언어학의 이해에 기반해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두 가

지 관점을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Hyland, 2004:44).

이와 같이 장르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은 주된 초점이나 근원이 되는 학문적

배경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일랜드(Hyland, 2004)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장

르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정리하여 아래의 표로 제시하였다.

관점에 따라 장르를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이 세 가지

관점이 공통적으로 장르의 사회적인 맥락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텍스트 쓰기에 장르를 도입하는 것은 쓰기의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

한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즉 텍스트는 사회 맥락과 동떨어진 채 생성될 수 없

으며, 필자는 개인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담화 공동체 구성원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담화 공동체가

기대하는 내용과 형식을 고려하여 텍스트를 생성해야 한다.14)

1.1.2. 장르 지식의 구성 요소

장르는 사회적으로 인지된 언어 사용에 관한 방식이다(Johns et al.,

2006:237). 그러므로 필자가 효과적인 텍스트를 생성한다는 것은 텍스트의 독자

14) 여기에서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는 결과 중심 쓰기 이론과 장르 중심 쓰기 이론의 차이점

을 확인할 수 있다. 장르 중심 쓰기 이론은 결과물로서의 텍스트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결

과 중심 쓰기 이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장르 중심 쓰기 이론에서 관심을 가지는 텍

스트는 상황 맥락으로부터 분리된 텍스트가 아니라 사회적 구성 활동의 결과물로서의 텍

스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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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목적에

관한 지식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필자의 목적이 드러나는 지식

필자와 독자의

관계에 관한 지식
참여자들의 관계에 따라 격식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

구조․형식적 지식 담화공동체가 인정하는 정해진 규범에 관한 지식

주제․내용적 지식 글의 목적에 맞는 주제와 내용에 관한 지식

수사적 지식
담화공동체가 인정하며 글의 목적과 내용을 잘 전달하

기 위한 수사적 표현에 관한 지식

<표 4> 장르 지식의 구성(이은혜, 2011:13)

인 담화공동체의 구성원이 기대하고 용인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텍스트

를 생성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생성하려는 텍스트에 대한 장르

지식(genre knowledge)을 갖추어야 한다. 장르 지식은 단순히 문법적 지식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세계의 의사소통 상황에 참여하는 방법을 아는

능력까지를 말하는 것으로(Hyland, 2004), 이는 장르의 사회적 성격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하일랜드(Hyland, 2004)에서는 장르 지식을 구

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로 ① 장르가 기본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의사소통

목적에 관한 지식, ② 텍스트를 구성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형식

에 관한 지식, ③ 내용과 사용역(register)에 관한 지식, ④ 장르가 규칙적

으로 발견되는 맥락에 관한 지식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존스 외(Johns et al., 2006)에서는 장르의 복합성을 강조하며 장르 지식 역

시 다차원적이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논의에서는 구체적인 장르 지

식의 구성 요소로 ① 수사학적 지식, ② 주제-내용 지식, ③ 형식적 지식,

④ 절차적 지식의 네 가지를 제시하면서, 각각의 지식이 개별적으로 분리

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식과 일정 영역을 공유하며 장르 지

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은혜(2011)에서는 하일랜드(Hyland, 2004)

와 존스 외(Johns et al., 2006)의 논의를 종합하여 장르 지식의 세부 구성

요소와 각 요소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이은혜(2011)에서는 필자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서는 한국어 담화공동체의 관습과 규범뿐만 아니라 글을 쓰고자 하는 의사소통

목적에 관한 특성과 필자와 독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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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장르 특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찰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이은혜, 2011:126). 필자가 생성한 텍스트가 독자인

목표어 담화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용인되기 위해서는 목표어에 대한 언어적 지식

뿐만 아니라 필자와 독자의 관계나 독자의 배경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는 점에서 이 논의는 타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장르 지식을 구성하는 각

각의 세부적인 요소는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15), 이를 그대로 텍스트 분석 기준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16)

보다 명료한 텍스트 분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쓰기 영역에서 필자의

장르 지식이 결국은 텍스트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필

자가 정확한 장르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텍스트 상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표

현하지 못하면 해당 필자가 글을 ‘잘’ 쓰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효과

적인 한국어 텍스트 쓰기를 목표로 하는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는 필자의 장르

지식을 별개의 분리된 지식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필자의 일반적인 텍스트

쓰기 능력과 연결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하에서

는 필자의 텍스트 쓰기 능력의 구인(構因)을 검토하고, 텍스트 상에서 장르 지

식이 실현되는 층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1.3. 장르 지식과 텍스트 쓰기의 관계

일반적으로 글을 잘 쓴다는 것은 필자가 의사소통의 목적을 고려하여 효과

적인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17)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

15) 이은혜(2011)에서 제시한 장르 지식의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예를 들면 필자는 텍스트

를 생성할 때 필자와 독자의 관계에 따른 적절한 격식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필자와 

독자의 관계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격식성의 문제는 한국어 문법 

표현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이는 ‘구조․형식적 지식’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6) 이는 이수미(2010)에서 제시한 장르 지식의 개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장르 지식을 문법 전통, 어휘, 내용, 조직, 격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이 중에서 문

법과 어휘는 언어 지식 영역에, 내용은 인지적 영역에, 격식은 사회적․상황적 영역에 속하

고 조직은 세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이수미, 2010:158). 

17) 진대연(2004)에서는 이를 ‘텍스트 생산 능력’이라는 용어로 명명하였다. 텍스트 생산 능

력은 문자 익히기, 언어 능력의 신장을 문자로 확인하기와 같은 몇 가지 활동을 뺀 쓰기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텍스트 생산은 첫째로 ‘의사소통, 문제의 발견-해결, 의미의 창

조’라는 목적이 명시적이며, 둘째로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의미’를 지니고 ‘해석’이 가능하

며, 셋째로 ‘상대적으로 분량이 많은’ 글을 쓰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쓰기와 구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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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범주 평가 내용

내용 및 과제 수행
요구된 내용을 적절하게 포괄하며, 과제를 잘 수행하였는

가를 평가

글의 전개 구조
적절한 문단 구조를 이용하고 담화 장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응집성 있게 구성하였는가를 평가

언어

사용

어휘 어휘를 적절하고 정확하며 유창하게 사용하였는가를 평가

문법 문법을 적절하고 정확하며 유창하게 사용하였는가를 평가

맞춤법 맞춤법에 맞게 표기하였는가를 평가

사회언어학적 격식
작문의 장르적 특성 등에 맞추어 격식(register)의 사용이

적절한가를 평가

<표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쓰기 영역 작문 문항 평가 범주

로 글을 잘 쓴다는 것은 필자가 해당 텍스트에 대한 장르 지식과 함께 일반적

인 텍스트 쓰기 능력을 포괄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말과 상통한다. 앞에서 살펴

본 장르 지식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텍스트 쓰기 능력 역시 여러 가지 요소

로 구성된다. 쓰기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 즉 쓰기 능력의 구인(構因,

construct)은 쓰기 평가 항목을 살펴봄으로써 검토할 수 있다. 쓰기 능력의 구

인을 지표화한 것이 쓰기 평가 항목이기 때문이다.

먼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쓰기 영역 작

문 문항의 평가 범주를 살펴보자. 전체 평가 범주는 내용 및 과제 수행, 글의

전개 구조, 언어사용(어휘/문법/맞춤법), 사회언어학적 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 평가 범주별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한편 바흐만과 팔머(Bachman & Palmer, 1996)에서는 ESL 쓰기 평가 내용

으로 통사에 대한 지식, 어휘에 대한 지식, 수사적 짜임새에 대한 지식, 결속성

에 대한 지식, 격식체에 대한 지식을 제시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작문 문항

평가 범주와 비교해볼 때 이 논의는 글의 구조나 언어 사용, 사회언어학적 격

식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내용에 대한 언급을 빠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쓰기에서 내용은 형식적인 구조, 표현과 같은 언어적 요

소는 아니지만 필자가 텍스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다(진대연, 2004:486).



- 23 -

텍스트 쓰기 능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 표현적 텍스트를 분석한 이수미(2010)에서의 텍스트

분석 기준 역시 필자가 갖추어야 할 텍스트 쓰기 능력의 요소를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 논의에서는 텍스트 구성을 텍스트 내적 조건 1(문장과

문장, 문장과 단락, 문장과 텍스트 층위), 텍스트 내적 조건 2(단락과 단락, 단

락과 텍스트), 텍스트 외적 조건(대인적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이 분석 기준에

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구체적인 분석을 살펴보면 텍스트

내적 조건 2를 통해 구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수행 평가를 위한 분석적 채점 척도

를 마련한 이은하(2007)에서는 쓰기 평가 기준으로서 내용, 짜임새, 문장구조와

문체, 어휘, 맞춤법의 다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학문 목적이라는 특수 목

적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평가 기준이기는 하나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각

의 상위 항목들은 일반적인 쓰기에서도 갖추어야 할 기준이라는 점에서 일반

적인 쓰기 능력의 구인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쓰기 능력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는 내용, 구조, 조

직, 문법, 맞춤법, 어휘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자(1992)에서는 좋은 글을

‘무엇을’, ‘어떻게’ 썼는가와 관계되는 것이라고 보고, 글의 ‘내용’과 ‘형식’의 중

요성을 강조하면서 쓰기 능력의 구인을 내용․조직․표현의 세 가지로 제시하

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논의를 아우르는 논의라고 하겠다.

쓰기 능력의 구인을 내용․조직․표현으로 보는 것은 필자가 쓰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내용을 짜임새 있게 조직하고, 정확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구인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특징은 텍스트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연구에서 외국

인 학습자의 한국어 설명문을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는 설명문의 개념과 함께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텍스트는 한국어 담화공동체에서 용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생성되어야 하므로 학습자는 제2언어 필자로서 한국어 설명

문의 장르 특성을 반영하여 텍스트를 생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한

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설명문에 대한 장르 지식을 갖추고, 이를 텍스트의 내

용․조직․표현 측면에서 적절하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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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장르 중심 쓰기의 의의

장르 중심 쓰기를 적용하여 한국어 쓰기 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우선 쓰기를

적극적인 의사소통 행위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제 교

육 현장에서 한국어 쓰기 교육은 대개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바탕으로 텍스

트를 생성하면, 교사가 학습자의 텍스트에 드러난 문법적 오류를 수정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문법적 오류의 수정은 필자가 목표어 문법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제2언어 쓰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쓰기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자를 익히거나 언

어 능력의 신장을 문자로 확인18)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극적인

쓰기 교육은 한계를 가진다. 이는 한국어 문법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고급 학

습자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필자가 쓰기 행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텍스

트를 매개로 한 독자와의 의사소통에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자

는 텍스트의 독자와 자신이 생성하는 텍스트를 둘러싼 상황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소극적인 쓰기 교육으로는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 소극적인 쓰기

교육에서는 문법 형태의 정확성만을 강조할 뿐 쓰기 행위를 둘러싼 상황 맥락

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르 중심 쓰기는 한국어 쓰기 교육이 적

극적인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쓰기를 지향하기 위한 방법이 된다.

다음으로 장르 중심 쓰기는 한국어 쓰기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제적인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텍스트의 내용은 상황 맥락과 관련하여 담화공동체가

요구하는 내용이어야 함과 동시에 독자에게 수용 가능한 방식을 택하고 있어

야 하는데(이수미, 2010:38), 장르 중심 쓰기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이를 구체적

인 쓰기 교육의 내용으로 구안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장르 중심 쓰기는 필자가

자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관

한 논의라는 점에서 쓰기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 된다. 쓰기 교육의 내용이

구체화된다는 것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텍스트 생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르 중심 쓰기 교육 내용이 학습자에게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

로 써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학습자

18) 진대연(2004)에서는 이를 필자의 쓰기 능력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능력 가운데 주변적인 

쓰기 능력으로 보고, 이와 같은 주변적인 쓰기 능력을 제외한 의사소통, 문제의 발견 및 

해결, 의미의 창조 능력을 텍스트 생산 능력이라고 지칭하였다.



- 25 -

는 텍스트의 장르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막연히 ‘효과적인’ 텍스트를

생성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실제

로 보다 효과적인 텍스트를 생성하게 되고, 이는 장르 중심 쓰기를 통해 한국

어 쓰기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장르 중심 쓰기는 한국어 학습자가 쓰기를 통해 의사소통의 목

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해줌으로써 필자의 적극적인 쓰기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쓰기가 필자와 독자의 의사소통 행위라는 점에

서 필자의 쓰기 목적 달성 여부는 독자 요인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독자는 어

떤 텍스트를 읽을 때 그 텍스트가 특정한 내용과 방식으로 생성되었을 것이라

고 기대하는데 이러한 독자의 기대는 해당 텍스트의 장르 특성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쓰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장르 특성을 반영한 텍스트를 생성해야 한다.19) 필자는 장르 특성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텍스트를 생성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쓰기 경험은 필자의 내적 동

기(內的動機, internal motive)20)를 제고하여, 필자는 보다 적극적인 쓰기 태도

를 지니게 된다. 장르 중심 쓰기 교육을 통해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쓰기 태도를 함양하는 것은 한국어 쓰기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다.

19) 하나의 텍스트가 문법적으로 정확하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효과적인 텍스트로 보기 어

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한국어 텍스트의 경우 

독자가 외국인이 쓴 텍스트임을 감안하여 의미가 전혀 통하지 않을 만큼 잘못된 표현이 

아닌 한 필자의 문법적인 오류를 비교적 관대하게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보

면 더욱 그러하다.

20) “내적 동기는 지시나 강제 또는 성취의 결과가 주는 보상을 기대하는 것과 같이 학습과

제를 성취해야 할 이유가 유기체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어떤 과제를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예를 들어 학습 과제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긴장의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과 같이 학습 행동 그 자체가 보수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

로 외적 동기는 내적 동기에 비해 강도가 약하며, 행동을 비정상적으로 유도할 수 있으므

로 효과적인 동기의 유발 방법으로는 외적 동기보다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효과적이

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5), 교육학 용어사전, 하우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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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설명문 쓰기의 위상

2.1. 설명문의 개념

텍스트를 그 기능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 각각의 텍스트는 단일한 하나의 기

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하이네만 외(Heinemann et

al., 199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텍스트에서 우세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삼아 텍스트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살

펴보고자 하는 설명문의 성격을 비교적 잘 드러낼 수 있는 브링커(Brinker,

1985), 하이네만 외(Heinemann et al., 1991), 서혁(1996)의 텍스트 유형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여 설명문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브링커(Brinker, 1985)에서는 텍스트의 기능을 필자와 독자의 의사소통 행위

라고 보고 그 목적에 따라 텍스트의 기본 기능을 제보 기능, 호소 기능, 책무

기능, 접촉 기능, 선언 기능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설명문과 직

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능은 제보 기능이다. 이는 필자가 독자에게 지식을

‘전달’, 다시 말해 제보하려고 한다고 독자를 ‘이해’시키는 기능으로, 이러한 기

능을 수행하는 텍스트로는 뉴스, 보고, 진단 소견서 등이 있다.

하이네만 외(Heinemann et al., 1991)의 논의 역시 브링커의 논의와 마찬가지

로 텍스트의 기능을 상호작용에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이 논의에서는 상호작용에서 텍스트가 수행하는 주

된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필자가 텍스트를 통해 자기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기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교류하기, 정보 교환하기(정보 확인과 정보 전달), 조

정하기의 네 가지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가운데 설명문을 통해

필자가 수행할 수 있는 주된 기능은 ‘정보 교환하기’이다. 또한 이 논의에서는

정보 교환의 기능을 하는 텍스트를 ‘정보텍스트’라고 하면서, 실제로 나타나는

텍스트의 대다수가 이 기본 기능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기

본 기능이 오랫동안 의사소통 그 자체와 동일시된 것으로 보았다(Heinemann

et al., 1991; 백설자 역, 2001:197).

한편 서혁(1996)에서는 텍스트의 소통 양상을 바탕으로 하여 텍스트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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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양상

제국면
담화적 담화수반적 담화효과적

지배적 기능 제보적(정보, 태도) 설득적 미적

기능 수행

방식

텍스트 자체의 즉

시적 수행

텍스트를 통한 단

기적 수행

독자의 텍스트 수

용을 통한 단기, 장

기적 수행

텍스트 유형
뉴스, 기사, 보고서,

설명문

광고, 연설, 설교,

우화 등

시, 소설, 드라마

등

지배적 효과 고지(告知)와 변화 공감과 변화 감수(感受)와 변화

초점(지향점) 정보적 초점 대인(對人)적 초점 전언(傳言)적 초점

진술 태도 객관적, 과학적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

화제의 유형 대상, 현상 사안(事案) 사건, 인생, 가치관

화제의 명시성 명시적 명시적 비명시적

이해의 수준 사실적 이해 추론․비판적 이해 감상적 이해

주제 구성의

중점
텍스트 필자(의 의도) 독자

<표 6> 텍스트의 지배적 기능과 유형(서혁, 1996:49)

담화적 주제, 담화수반적 수제, 담화효과적 주제의 세 가지 층위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배적 기능을 제보적 기능, 설득적 기능, 미적 기능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의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 가지로 구분된 기능 중에서 설명문의 지배적 기능은 제보적 기능이다. 제

보적 기능을 하는 텍스트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뉴스, 기사, 보고서, 설명문

등이 있고, 텍스트의 초점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있으며, 화제는 객관적이

고 과학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설명문21)의 개념을 정리

21) 정보 전달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텍스트 유형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

고 설명문(이재희(1993), 서정수(1995), 이은혜(2011) 등), 설명적 텍스트(이삼형(1994), 

서지연(1999), 박성희(2007), 목계연(2008) 등), 정보 전달의 글(이미혜, 2011), 정보를 

전달하는 글(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교육과정)등의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명문이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을 상대가 잘 알 수 있도록 밝히

는 글(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설명’ 참고)’이라는 의미를 가장 간명하게 드러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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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명문은 필자가 어떠한 대상이나 현상에 관한 정보

를 독자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독자를 이해시키는 기능을 하는 텍스트를

말한다. 둘째, 텍스트의 초점은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 즉 정보에 있고 이는 독

자의 사실적 이해를 위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22) 마지막으로 이러한 설

명문에 속하는 하위 유형의 텍스트로는 신문 기사, 보고서, 제품 설명서, 소개

문, 고지서 등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설명문에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

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설명문에서 학습자의 메시지인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자가 전달하고자 하

는 정보가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에 비추어 텍스트 내용․조직․표현의

각 층위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논의함으로써 분석틀을 설정한 후, 이

분석틀을 가지고 학습자의 실제 설명문과 사후 인터뷰 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한국어 학습자에게 과제로 제시한 텍스트는 설명문에 속

하는 하위 텍스트 중에서 소개문이다. 소개문은 설명문의 하위 유형에 속하는

텍스트로 필자가 자신에게 친숙한 주제나 대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

족한 독자에게 소개하는 텍스트를 말한다. 이미혜(2011)에서는 텍스트 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거시 장르를, 해당 거시 장르에 속하는 전형적인 텍스트 유형을

미시 장르로 구분하였는데, 이 논의에 따르면 소개문은 정보 전달의 글이라는

거시 장르에 속하는 미시 장르의 예가 된다.23) 설명문에 속하는 다양한 텍스트

다고 판단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목계연(2008:9)에서는 설명문이 어떤 사실이

나 정보, 대상을 쉽게 풀어 쓴 글로 필자의 주장이 없이 객관적이고 자세한 설명이나 안

내만이 있는 글(사전 풀이, 신문 기사, 제품 사용 설명서)임에 비해 설명적 텍스트에는 필

자의 의도가 개입될 수 있으나 논증적 텍스트와 달리 객관적으로 표현된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설명문과 설명적 텍스트라는 용어의 차이와 필자의 의도 개입 가능성 간의 관련성

이 약하다는 점에서 이 논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2) 박성희(2007)에서는 순수하게 정보 전달 기능만을 갖는 텍스트는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

을 하나의 근거로 들어 설명적 텍스트(설명문)가 설득적 텍스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

게 규정하였다. 연구자 역시 하나의 텍스트가 단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나 하이네만 외(Heinemann et al., 1991)에서 제시한 논의를 수용하여 정보 전달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텍스트만을 설명문으로 본다.   

거시 장르 미시 장르

정보 전달의 글
설명서, 기사문, 보고문, 계약서, 소개글, 안내문, 논문, 게시문, 고지

서, 명함, 요약문, 사용 설명서 등

23) 이미혜(2011:406)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장르 분류 체계를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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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소개문을 실험 과제로 제시한 이유는 소개문이 학습자가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 텍스트 유형이고, 또한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 즉 내용 지식이 없어서 텍스트를 생성하지 못하

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소개문 쓰기는 한국어

학습자가 자주 쓰는 설명문의 하위 유형으로서 유용성이 높고, 필자가 자신에

비해 적은 양의 정보를 가진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생성의 측면에서 필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이는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서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필자가 텍스트를 보다

수월하게 생성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가)

정보도 전달하고, 자기 생각도 전달하는 부분 있잖아요. (생성한 텍스트 내용 가운데

명절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들어간 부분을 가리키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필

자가) 정보를 통해서 자기 생각도 전달하고 싶은 부분도 있잖아요. 또 제가 (베트남 명

절에 대해 텍스트를 생성하는 경우) 별로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독자)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와의 인터뷰 자료>

(가)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가 베트남의 명절을 주제로 소개문을 생성한

후 연구자와 인터뷰한 자료의 일부이다. 여러 가지 텍스트 유형 가운데 설명

문, 특히 소개문을 쓰는 것의 장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학습자는 소개문을 생

성하는 필자가 텍스트를 읽는 독자에 비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 생성과 정보 전달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대로 소개문을 통해 필자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다 자유

롭게 쓸 수 있고, 또한 인지적으로나 정의적으로 비교적 적은 부담을 가지고

정서․감정 표현의 글
경험담, 기행문, 수필, 일기, 유머글, 창작 이야기, 동화, 독서 감상문 

자서전, 기도문 등

사교․친교의 글
편지, 엽서, 축하글, 위로글, 사과문, 식사문, 문자 메시지, 이메일, 연

하장, 충고글, 메모, 초청장 등

주장의 글
건의문, 논설문, 사설, 시평, 평론, 연설문, 광고, 요청문, 판결문, 시

사평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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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2.2.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설명문 쓰기의 의의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설명문 쓰기의 의의는 우선 설명문의 텍스트 유형상

의 특징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김봉순(1999a)24)에서는 설명문의 유형상

의 특징을 의미의 명시성과 논리성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설명문은 필자가 자신

의 의도를 직설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글의 의미가 명시적이

며, 글의 내용이 논리성을 토대로 작성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중심 내용 추론이

가능하다(김봉순, 1999a:142). 이러한 설명문의 논리성은 텍스트의 구조적 측면

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설명문은 논리성이 강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내

용 구조 분석이 비교적 용이하다(이삼형, 1994:7)는 점에서 교육적으로 중요하

다. 이처럼 설명문은 그 의미가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내용 구조 분석이 용이하

다는 측면에서 실제 교육에 있어 그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유

형의 텍스트와 구분되는 설명문 쓰기의 교육적 의의라 하겠다.

다음으로 설명문은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해서도 중요한 텍스트

유형이다. 최근 한국어교육계에는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의 수학을 목적으

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다.25) 대학 수학이라는 상황에서

학습자가 주로 수행하는 보고서 쓰기, 시험 답안 작성 등의 텍스트 쓰기는 기

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분석․해석하여 독자에게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이

실제적인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에 관련된 연구(이준호, 2005; 김선영, 2008; 신필여, 2008; 목계연, 2008

등)가 설명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

에서 설명문 쓰기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은 중요하다. 한국어 학습자가

24) 이 연구에서는 ‘설명문’이라는 용어 대신 ‘설명적 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텍스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유형의 텍스트로서 본고의 

용어에 따라 ‘설명문’으로 바꾸어 언급하였음을 밝힌다. 이하의 논의에서도 이와 같이 용

어를 바꾸어 사용하기로 한다.

25)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2004년 

16,832명에서 2010년 83,842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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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르는 한국어 공인 시험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쓰기 영역 출제 문항의

텍스트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설명문 쓰기 교육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에서 출제되는 텍스트의 유형에 대해 논의

한 서희정(2005)의 내용을 참고할 만하다. 이 논의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 쓰기

영역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출제된 유형은 대화문이고, 그 다음 순서가 설명문

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서희정(2005)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화문

의 경우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말하기 영역을 보완

하는 측면에서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라는 점, 특히 초급에서 높은 비중으로 출

제되고 있으며 고급으로 갈수록 그 출제 비율이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

제 쓰기 평가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텍스트 유형은 설명문이다. 서희정

(2005)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6회-8회 시험 출제 비율을 살펴보면 고급 수준인

5, 6급 문항에서 설명문의 출제 비율이 60% 이상이다. 이는 설명문 쓰기 교육

이 한국어 학습자, 그 중에서도 특히 고급 수준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판단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측면에서도 설명문 쓰기는 중요성을 가진

다. 비록 담화 상대자가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쓰기 활동도 말하기나 듣기,

읽기 활동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행하는 의사소통 행위이다(김정

숙, 1999:196). 설명문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설명문은 필자가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필자와 독자의 정보 교환은 실제로 나타나는 대다

수의 텍스트의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이는 오랫동안 의사소통 그 자체와 동일

시되었다(Heinemann et al., 1991; 백설자 역, 2001:197). 이를 고려할 때 한국

어 설명문은 한국어 학습자가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텍스

트라는 점에서 중요한 텍스트 유형이라고 하겠다.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설

명문 쓰기를 학습함으로써 텍스트를 통한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장르 중심 설명문 쓰기의 위상을 장르 중심

쓰기와 설명문 쓰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결국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

기는 한국어 담화공동체의 독자가 용인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설명문을

쓰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3장에서는 텍스트의 내용․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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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층위에서 한국어 설명문이 갖추어야 할 장르 특성이 무엇인지 논의함으

로써 학습자가 생성한 설명문과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설정한 후,

분석 틀을 가지고 학습자의 설명문에 드러난 문제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기

로 한다. 이어서 4장에서는 3장의 분석 내용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 방법을 구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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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양상 분석

1.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양상의 분석 틀

효과적인 텍스트는 필자의 표현 의도26)를 명료하게 전달하는 텍스트를 말한

다. 텍스트에서 필자의 표현 의도는 ‘필자가 텍스트를 통해 하려는 말이 무엇

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는 결국 쓰기 행위의 목적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특정한 유형의 텍스트에서 필자의 표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텍스트의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텍스트의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

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설명문은 필자가 어떠한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정보를 독자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독자를 이해시키는 기능을 하는 텍스트

이다. 이러한 설명문의 개념을 생각해보면 결국 설명문에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필자의 표현 의도는 ‘독자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정

보’가 된다.

그렇다면 필자는 한국어 설명문에서 새로운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해

야 쓰기를 통한 의사소통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

한 구체적인 답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설명문의 장르 특성에 대한 여러 논의를

종합하여 이를 앞서 정리한 텍스트의 세 가지 층위, 즉 내용․조직․표현의 층

위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명문에

26) 이용주(1993)에서는 표현의 세 가지 요건으로 표현 의도(表現意圖, expression 

purport), 표현 형식(表現形式, expression form), 표현 실체(表現實體, expression 

substance)를 제시하면서 표현을 의도와 형식을 실체화하는 행위로 보았다. 표현 행위 중

에서 쓰기 행위에 국한하여 이 세 가지 요건을 생각해보면 이 논의에서 지칭하는 표현 의

도는 필자가 텍스트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된다. 필자가 의사소통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텍스트에서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필자의 표현 의

도는 필자가 텍스트를 생성한 목적과 직결된다. 이러한 필자의 표현 의도는 내용, 조직, 

표현의 방식을 통해 텍스트에 구현된다. 그러나 필자가 표현 의도를 항상 효과적으로 구

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자신의 표현 의도를 모국어 텍스트에서는 어느 정

도 잘 구현할 수 있는 한국어 학습자도 경험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가 모국어 

필자(L1 writer)가 아니라 제2언어 필자(L2 writer)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제

2언어 필자의 텍스트는 모국어 필자(L1 writer)의 텍스트에 비해 더 수고스럽고(more 

laborious), 덜 유창하고(less fluent), 덜 생산적인(less productive)인 특징을 보인다

(Silva, 1992,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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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필자가 정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양상이 정보의 선정(내용), 정보의 구성

(조직), 정보의 표현(표현)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여

기에서는 필자가 설명문에서 선정하는 정보의 유형과 범위, 설명문의 형식적

구성과 의미적 구성, 설명문의 특징과 상황 맥락을 고려한 문체에 대해 논의함

으로써 한국어 설명문에서 정보 구현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1. 정보의 선정: 정보의 유형과 범위

설명문에서 정보는 필자가 독자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텍스트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필자는 머릿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텍스트에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설명문의 목적이나 주제에 맞는 정보

를 선정하여 이를 텍스트로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설명문에서 필자가

정보를 구현하는 방식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주제에 맞는 정

보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는 설명문에서 ‘무엇’을 써야 하는가와 관련된 것으로

서 이하에서는 필자가 설명문에서 전달하는 정보 유형과 정보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1.1. 사실 정보와 사실 정보에 대한 필자의 판단

설명문은 필자가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정보를 독자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이다. 그러므로 설명문의

주된 정보는 객관적인 사실 정보27)가 된다. 그러나 필자가 설명문에서 사실 정

보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텍스트에 드러나는 정보의 유형은 텍스트의 목

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명문에 드러나는 정보의 유형 역시 설명문의 하위 유

형에 속하는 텍스트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설명문의 하위 유형 중 하나인 제

품 사용 설명서의 경우에는 제품 사용과 관련된 사실 정보가 거의 유일한 정

보 유형이 된다. 그러나 또 다른 설명문의 하위 유형인 신문 기사의 경우는 다

르다. 이는 사실 정보의 객관적인 전달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신문 기사문에

필자의 주관적 견해가 강하게 개입됨을 지적한 김봉순(1999b)의 논의에서도 확

27)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개문을 예로 들면 ‘자기 나라 명절 소개하기’를 주제로 

소개문을 작성할 때 명절의 이름, 시기, 유래, 풍습 등이 사실 정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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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28)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개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개문의 필자는 사실 정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의 측면에서 독자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우위

에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독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처럼

필자가 독자에 비해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필자

는 사실 정보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인 판단을 덧붙이게 된다. 이는 사실 정보에 대한 필자의 판단이 독자를 이해

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설명문에 사실 정보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필자의 판단이 부가될 수 있다는

것은 브링커(Brinker, 1985)에서도 논의한 바 있다. 필자는 독자에게 사태에 대

한 자신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수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려하

지 않고) 알려주므로, 사실로서의 정보를 드러내는 언어 기술(記述) 방법뿐만

아니라 필자의 의견을 강조하는 언어 기술(記述) 방법과 양립할 수 있다

(Brinker, 1985; 이성만 역, 2004:146-147).

(가)

정확한 정보.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특징, 제일 특별한 거 드러낼 수 있는지. 그 전

달할 때 그 전달받은 사람한테 인상적인 거 줄 수 있는지 신경 써야 돼요. 자기 나라

의 설날에 대해 전달할 때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관심을 끌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 생각은 썼는데, 상대방이 자기 의견 이해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거 자기가 쓰

는 거잖아요.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도 전달하고 싶을 거예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와의 인터뷰 내용>

(가)의 인터뷰 내용은 ‘설명문을 생성할 때 필자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

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학습자의 대답이다. 인터뷰에서 학습자는 설명

문에서 사실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정보에 대한 필자의 생각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설명문에 드러나는 정보의 유형에

사실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에 대한 필자의 판단까지 포함된다는 지금까지의

28) 신문 기사에서 객관적인 사실 정보만이 제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의는 제민경(2011)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문 텍스트는 주체의 중층성, 해석의 중층성이라는 장르성을 가지

며, 이로 인해 신문 텍스트의 주체가 전달자의 입장에서 생성한 사실 문장과 의견 문장은 

현실 세계의 사실 및 의견과 동일하게 대응하지 않는다(제민경, 2011:16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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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세부 사항

내용
주제

정보의 정확함과 풍부함

조직
단락의 구분 및 자연스러운 연결

기억을 용이하게 하는 구조

표현 평이성과 명확성

<표 7> 설명을 목적으로 한 글의 평가 기준(김정자, 1992:50)

논의와 상통하는 것으로서 한국어 학습자(필자)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1.2. 독자를 고려한 정보의 충분한 확장

설명문에서 정보를 전달할 때 필자는 정보의 유형뿐만 아니라 정보의 범

위까지 선정해야 한다. 이는 김정자(1992)에서 아래의 표로 제시한 ‘설명을

목적으로 한 글의 평가 기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평가 기준에서 설명문의 정보 범위는 내용 기준의 ‘정보의 풍부함’과

관련되어 있다. 이때 ‘정보의 풍부함’은 단순히 전달하는 정보의 수가 많아

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보에 대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설

명을 제시해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설명

문의 주된 기능이 독자를 이해시키는 데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정보의

범위는 필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설명문의 독자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한국어 설명문은 필자가 외국인인 독

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동일한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텍스트와 차이가 있다. 필자

가 목표어 담화공동체의 구성원을 독자로 하여 자기 나라 명절이나 풍습

등을 소개하는 경우 해당 주제에 대한 필자와 독자의 배경지식 간에 차이

가 크기 때문에 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정보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어 설명문에서 필자가 독자

를 고려하여 정보를 충분히 확장해야 한다는 것은, 독자가 한국어 설명문

을 읽고 더 이상의 부가적인 설명 없이 필자가 텍스트에서 전달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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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시해야 함을 의

미한다.

1.2. 정보의 구성: 정보의 형식적 구성과 의미적 구성

필자가 설명문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선정한 정보를 무작정 나열한다고 해서

곧바로 효과적인 설명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텍스트는 필자가 생성하는 것이

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독자가 해당 정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구성하는 과정

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명문의 정보 구현 방식 가운데 두 번째는

정보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것이 된다. 이는 텍스트에서 전달하기로 선정한

정보를 ‘어떻게’ 쓸 것인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설

명문의 조직에 대한 논의이다. 정보의 구성은 크게 설명문의 전체적인 틀, 즉

형식적 구성과 필자가 설명문에서 전달하고자 선정한 정보 간의 의미적 구성

으로 구분된다.

1.2.1. 설명문의 형식적 구성: 삼단 구성의 상위구조와 그 기능

텍스트의 조직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텍스트를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

하는 이른바 삼단 구성법이다(서정수, 1995:401). 이는 문장이나 단락과 같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개별적인 하위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라기보다는 텍스

트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형식 또는 틀에 관한 논의라는 점에서 형식적 구성29)

에 해당한다.

한편 반다이크(van Dijk, 1981)는 텍스트 구조를 미시구조(micro-structure),

거시구조(macro-structure), 상위구조(super-structure)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

데30), 이 중에서 텍스트의 형식적 구성은 상위구조와 관련된 것이다. 거시구조

29) 서지연(1999)과 박성희(2007)에서는 이를 프레임이라고 지칭하였다.

30) 미시구조는 세 가지 구성 층위 가운데 가장 하위 구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문장 내, 또

는 문장과 문장의 관계에 초점을 둔 단위 구조를 의미하며, 거시구조는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의 구조를 총괄하는 특징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반 다이크(van Dijk, 

1981)에서는 거시구조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미시구조를 언급하였으나 이어지는 논의에

서 미시구조 개념의 사용을 피하였다(van Dijk, 1981; 정시호 역, 1995:73-74). 이는 미

시구조와 거시구조의 개념이 상대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반 다이크(van Dijk,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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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사실 또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

본문 머리말에서 언급했던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

맺음말 요약․정리․마무리

<표 8> 설명문의 형식적 구성과 각 부분의 기능(박성희, 2007:25)

가 필자가 텍스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 즉 의미와 관련된 구조인

데 반해 상위구조는 텍스트의 형식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텍스트의 유형을 표시해주는 총괄적 구조로서 텍스트가 적응되는 일종의 도식

(schema)이다(van Dijk, 1981; 정시호 역, 1995:209). 따라서 필자는 텍스트를

생성할 때 해당 담화공동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상위구조에 대해 인식하

고 있어야 하며, 이는 목표어로 텍스트를 생성해야 하는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설명문의

일반적인 형식적 구성은 처음, 중간, 끝의 삼단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삼단 구성은 설명문에서만 나타나는 형식적 구성은 아니다. 이는 독자를 설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 역시 일반적으로 삼단 구성의 형식적 구성을 취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설명문의 형식적 구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삼단 구성이라는 전체적인 틀과 함께 삼단 구성의 기

능, 다시 말해 처음, 중간, 끝 부분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설명문의 처음, 중간, 끝 부분은 다른 유형의 텍스트와는 구별되는 설명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성희(2007)에서는 설명문

이 머리말, 본문, 맺음말의 삼단 구성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각 부분이 수행하

는 기능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설명문의 삼단 구성 가운데 중간 부분은 필자가 선정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 간의 의미 관계가 논의의 핵

는 텍스트의 응집성(coherence), 즉 의미적 연관성을 실현하는 기제로서 텍스트 구조를 

상정하였고, 이 때 거시구조는 이러한 응집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단위가 된다. 그런데 

형식적 측면에서 접근할 때 거시구조는 일련의 명제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미시구조와 

구별되지 않는다. 이는 거시구조의 개념이 다른 더 낮은 층위의 구조에 대해 이를 포괄하

는 ‘상대적인’ 상위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반다이크(van Dijk, 1981)의 

논의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의 거시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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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된다. 이에 따라 중간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래의 의미적 구성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그러므로 설명문의 형식적 구성 부분에서 살펴볼

부분은 설명문이 전체적으로 삼단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와, 처음 부

분과 끝 부분이 본래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즉, 설명

문의 처음 부분에서 필자는 중간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할 정보에 대해 개

괄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끝 부분에서는 중간 부분에서 소개한 정보에 대해 간

략하게 정리함으로써 설명문의 주제를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1.2.2. 설명문의 의미적 구성: 정보 간 관련성을 강화하는 의미 구조 활용

한편 필자가 설명문에서 단 하나의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필

자는 설명문의 주제에 적합한 여러 가지 정보를 선정하여 이를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때 필자는 설명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각각의 정보가

설명문의 전체적인 의미와 긴밀히 관련될 수 있도록 정보 간의 상호 관련

성을 강화시키는 구성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성 방식을 활

용함으로써 필자는 응집성(coherence)31)있는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필

자가 텍스트에서 상호 관련성이 약한 정보를 아무런 연결고리 없이 개별적

으로 제시하는 경우 이는 텍스트 전체의 응집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며 이로 인해 독자는 필자가 텍스트에서 무엇에 대해 말하고자 한 것인

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처럼 설명문의 중간 부분에서 각각의 정보는 그

의미적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이를 설명문의 의미적 구성 방식32)으로

31) 보그란데와 드레슬러(Beaugrande & Dressler, 1981)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자질을 응결

성(cohesion)과 응집성(coherence), 의도성(intentionality), 용인성(acceptability), 정보성

(informativity), 상황성(situationality), 상호텍스트성(intertexuality)의 일곱 가지로 제시

하였다. 이 가운데 응집성(coherence)은 텍스트를 이루는 문장들의 의미 내용의 연결성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의미의 연속성(continuity of meaning)을 말한다(이삼형, 1994:24). 텍

스트는 표층구조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텍스트 의미는 텍스트의 표면적인 연결 관

계만을 통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텍스트 기저에 존재하

는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응집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한편 응결성(cohesion)과 

응집성(coherence)은 그 쓰임이 완전히 통일되지 않은 용어이다. 이들은 논의에 따라 결

속구조, 결속성, 통일성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표층적인 결속구조를 

응결성(cohesion)으로, 텍스트 내적인 의미구조를 응집성(coherence)으로 구분하여 사용

하고자 한다.

32) 이삼형(1994)에서는 이를 관계 구조로, 서지연(1999)에서는 주제 전개 구조로, 박성희

(2007)에서는 의미 구조로 지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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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설명문의 의미적 구성 방식은 여러 연구에서 논의한 바 있는데, 먼저 메이어

와 프리들(Meyer & Freedle, 1984)은 이를 비교(Comparison), 문제/해결

(Problem/Solution), 인과(Causation), 기술 수집(Collection of description)의 네

가지로 구분하면서 이들 구조적 요소의 차이가 텍스트의 전개 방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이삼형(1994)33)에서는 이를 수집, 부가, 공제, 인

과, 이유, 비교/대조, 상세화, 문제/해결, 초담화로, 서지연(1999)에서는 킨취

(Kintsch, 1982)의 대상-대상 관계, 일반-특수 관계, 대상-부분 관계를 바

탕으로 수집, 비교/대조, 인과, 문제/해결, 정의, 분류, 예시, 분석으로 구분

하였다. 필자는 이와 같은 의미적 구성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이 전달하려

는 정보 간의 의미 관계에 적합한 구성 방식을 활용하여야 응집성 있는 설

명문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1.3. 정보의 표현: 설명문의 상황 맥락과 특징을 고려한 문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제2언어 학습자가 언어 형태를 정확히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Brown, 2006; 이흥수 외 역, 2007:237). 필자는

맥락에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생성함으로써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명문의 정보 구현 방식

중 세 번째는 맥락에 맞게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된다. 앞서 살펴본 쓰기 평가

항목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면 텍스트의 표현 층위에 포함되는 하위 요소에는

문법 요소, 어휘, 맞춤법 등이 있다. 그런데 이때 정보의 표현이 단순히 정확한

문법 표현을 사용해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계속 논의하였던 것과 같이 쓰기가 의사소통 행위

의 한 가지 유형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텍스트는 그것을 둘러싼 상황 맥락

과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황 맥락과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33) 이삼형(1994)에서는 기본적인 텍스트 자질을 응집성(coherence)과 구조성으로 보고, 이 

두 가지 자질을 포괄하는 방법으로서 내용 구조 분석을 제시하였다. 텍스트의 내용 구조는 

텍스트를 이루는 문장의 의미 구조를 말한다. 텍스트의 문장은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적 단

위이므로 문장의 의미란 설명문에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되며, 텍스트의 내용 

구조는 결국 필자가 텍스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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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그러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맥락과 분리

된 표현 방식은 실제로 텍스트를 쓰는 데 있어 유용하지 않다. 이는 설명문 쓰

기에서도 마찬가지다. 설명문의 목적이나 특징, 설명문을 둘러싼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표현을 사용해야 실제적으로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설명문을 둘러싼 상황 맥락과 설명문의 특징을 고려

하여 설명문에 적합한 문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3.1. 설명문의 상황 맥락을 고려한 문체 사용

한국어 설명문은 다수의 일반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어 텍스트라는

상황 맥락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텍스트이다. 이러한 설명문의 상황 맥락을 고

려할 때 필자는 구어가 아닌 문어체 표현과 필자와 독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생성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한국어 설명문은 문어 텍스트이므로 설명문을 생성하는 필

자는 문어에 맞는 문체를 사용해야 한다. 노대규(1996)에서는 입말(구어체)과

글말(문어체)의 특성을 ① 다양성과 단순성, ② 즉각성과 계획성, ③ 친교성과

제보성, ④ 표현성과 서술성, ⑤ 포함성과 분리성, ⑥ 구체성과 추상성, ⑦ 순

간성과 영구성, ⑧ 동태성과 정태성, ⑨ 모호성과 명시성,  비논리성과 논리

성,  비격식성과 격식성,  상황 의존성과 문맥 의존성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다. 이 논의 가운데 설명문의 정보 표현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게 살펴보아

야 하는 특징은 ‘비격식성과 격식성’의 차이이다.34) 격식적인 문어란 필자가 독

자에게 존대나 예의, 친근감을 갖출 필요 없이 공식적으로 읽힐 것을 목적으로

기록하는 데에 사용하는 말이다(노대규, 1996:34). 이를 위해 필자는 독자에 대

하여 중립적인 관계를 설정한 후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체로 텍스트를 생

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필자는 상황 맥락에 부합하는 문체를 텍스트의 처음부

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강남욱․이슬비(2008)에서는 원어

민 전문가, 즉 한국인 교사가 구어에 비해 문어 오류에 대해 엄밀한 판정을 내

리며 특히 종결어미의 문체가 통일되지 않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 문체가 통일되지 않는 문제는 결국 필

34) 이는 구어의 경우 반드시 비격식적이고, 문어의 경우 반드시 격식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는 의미이다. 즉 문어의 경우 구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격식을 갖춘 

텍스트를 생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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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기능 문장 유형 진술 형태

지배

유형

확언(개념) A는 B(이)다. A는 B(ㄴ) 것이다

객관성 A는 B라(고) (말)하다

현재 사실 A는 B(하)고 있다

인과 A는 B(하)게 되다

사태 A를 (밝히다/제시하다/보이다)

보조

유형

약한 추측 A는 B(일) 것이다, A는 B(일) 수 있다

강한 추측
A는 B라고 (보다/믿다/간주하다/여기다/생각하다/알

다/두다/다루다)

<표 9> 제보 기능의 문장 유형과 진술 형태(서지연, 1999:38)

자가 텍스트 맥락에 적절한 표현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

이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자는 쓰기의 맥락 및 예상

독자에게 가장 적합한 표현 방식을 선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Tribble, 2003; 김

지홍 역, 2003:39), 이를 텍스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3.2. 설명문의 특징을 고려한 문체 사용

설명문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진술 방식 상 화자의 의지보다 객관적

인 사실을 중시한다(서지연, 1999:34). 이는 앞서 살펴본 설명문의 개념에 대한

여러 논의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설명문의 특징을

객관성, 정확성으로 종합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설명문의 객관성과 정확성

을 강화하는 문체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정보의 표현 측면에서 설

명문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한국어 표현 방식

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서지연(1999)에서는 설명문의 제보 기능

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기능 수행 공식 문장 유형은 확언, 객관성, 현재 사실, 인

과, 사태의 역할을 하고 보조적인 문장 유형의 경우 추측의 역할을 한다고 논

의하면서 제보 기능의 문장 유형과 역할, 진술 형태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

하였다.

앞서 설명문의 정보 선정에서 필자가 설명문에서 사실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자신의 판단까지 덧붙여 전달할 수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이때 필자가 설명문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유

형과 의미에 따라 적절한 진술 형태를 사용해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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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쓰기

목적

정보 구현

방식

한국어 설명문에 요구되는 장르 특성

(학습자 텍스트 분석 기준)
➜

➜

➜

실제

텍스트

정보

구현

양상

정보

구현

정보의 선정
정보 유형(사실 정보와 필자의 판단)

독자를 고려한 정보 확장

정보의 구성
삼단 구성의 형식적 구성

정보 간 관련성을 강화하는 의미적 구성

정보의 표현
격식적인 문어 텍스트에 적합한 문체

객관성을 제고하는 문체

 
쓰기 일반적 특성 관련 원인 설명문의 장르 특성 관련 원인

정보 구현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

<그림 1> 한국어 설명문의 정보 구현 양상 및 문제 원인 분석 틀

어 필자가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에서 추측의 기능을 하는 문장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 이는 설명문에 적합한 문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

명문을 생성하는 필자는 먼저 자신이 선정한 정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문체를 사용함으로써 설명문의 객관성과 정

확성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을 정보의 선정․구성․표현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

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설명문 쓰기 양상의 분석 틀

을 만들었다.

이하에서는 이 분석 틀을 가지고 학습자의 한국어 설명문에 나타나는 실제

적인 문제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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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의 양상

2.1. 정보의 선정 측면

2.1.1. 사실적인 정보와 그에 대한 필자의 판단 누락

학습자의 설명문과 이에 대한 사후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보의 선정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 양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필자가 전달하고

자 한 사실 정보와 그에 대한 판단이 실제 설명문에 드러나지 않은 점이다. 필

자가 텍스트를 생성할 때 특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계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 설명문 상에서 드러내지 않는다면 독자의 입장에서 필자가 실제

설명문에서 쓰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한 일이다. 먼저 학습자의 설명문에서 사실적인 정보가 누락된 양상

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35)

36) 음력 5월 5일은 중국 전통 명절인 단오절이다. 단오는 춘절, 추석과 함께<중국
의 3대 명절>로 불린다. 이 날에 중국인들은 쫑즈를 먹고 용주(용머리가 달린 배) 경

기를 한다. 그리고 지역마다 종규상 그림걸기(悬钟馗像), 쑥잎과 창포 걸기(挂艾叶菖

蒲), 웅황주 마시기(饮雄黄酒), 향주머니 차고다니기(佩香囊) 등인 여러 풍습이 있다.

 단오절은 이천여 년 전 초나라의 애국 시인 굴원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굴원

은 기원전 3세기의 초나라(楚國)때에 생활한 시인이 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나라와 백

성을 걱정하여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관원이었다. 그 당시 초나라는 내우외환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굴원은 왕에게 나라를 구할 많은 방안을 제시했지만 우둔한

왕은 간신들의 말만 듣고 그의 제안들을 모두를 채납하지 않았다. 결국 굴원이 초나라

에서 쫓겨나고 초나라는 망했다. 굴원은 비분한 마음으로 가두지 못하고 멱라강(汨羅

江)에 투신자살했는데 이날이 바로 음력 5월 5일이 였다.

 초나라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배를 타고 며칠 동안 굴원의 시신을 찾으려 했

으나 찾지 못했다. 백성들은 물고기들이 굴원의 시신을 먹을 가봐 잎에 밥을 싸서 강

에 던져 물고기들에게 주어 굴원의 시신을 먹지 않도록 했다.

35) 필자가 작성한 텍스트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옮겨서 

작성하였다.

36) 해당 텍스트의 단락 번호이다. 즉 은 해당 텍스트의 첫 번째 단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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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에 중국 사람은 애국시인인 굴원을 기년하기 위해 매년 음력 5월 5일에 찹

쌀에 대추, 밤,고기등을 넣고 입으로 싼 쫑즈를 먹고 용주를 타고 경기를 한다. 단오절

도 중국의 대표 명절이 되었다.

<한국어 텍스트 5>

(가)의 필자는 중국의 명절인 단오에 대해 소개하면서 단오의 기원이 무엇인

지를 설명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텍스트 작성 후의 인터뷰에서

(가)의 필자는 한국의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록되면서 중국인들 사이에 ‘단오는 중국 명절인데 한국의 명절인 것처럼 알

려졌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났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필자는 중

국의 단오와 한국의 단오가 사실은 별개의 명절이라는 점에 대해 알리는 글을

쓰고 싶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설명문에서 필자는 중국 단오의 기원에 대

해서만 설명하고 있을 뿐 중국의 단오와 한국의 단오를 비교하거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 당시 중국인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등의 제반 상황에 대해서

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독자의 입장에서는 필자가 설명문에서

궁극적으로 한국의 단오와 중국의 단오가 별개의 기원을 가진 명절이라는 정

보를 전달하고 싶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쓰기 상황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말하기 상황에서와는 달리

쓰기 상황에서는 필자와 독자가 같은 시․공간에서 즉각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독자들이 결과물로서 생성된 텍스트에만 의지하여 필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필자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한 사실 정보를

텍스트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는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이는 결국 필자의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아

래 (나)의 텍스트에서도 필자가 전달하고자 한 사실 정보를 실제 설명문에서

언급하지 않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샤브샤브는 끓인 국물 안에 각종 음식 재료를 넣어서 다 익은 후 양념에 찍어서

먹는 음식이다. 샤브샤브의 종류가 매우 많다. 샤브샤브의 국물의 종류만 몇 십개가 있

다. 거의 지방마다 다 그 지방 특유의 샤브샤브 국물이 있다. 그래서 샤브샤브의 맛도

다양하다. 하지만 그 수많은 맛은 공통점 하나이다. 그 맛은 다 조화로운 맛이다.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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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음식 재료 자체가 가진 맛을 살리면서도 국물과 양념의 맛과 조화를 이루고 독

특한 맛이 낸다. 이는 샤브샤브 맛의 매력이 아닐까 싶다.

<한국어 텍스트 20>

(다)

필2037): 여기 맛과 문화 부분을 좀 길게 쓰고 싶었구요. 그런데 맛의 표현 잘 몰라

서 이렇게 짧게 썼어요.

연38): 아, 맛의 표현? 어떤 표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20: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 그냥 달고, 시고, 그냥 간단한 맛의 표현만 배웠어

요. 복잡한 것 못 배웠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연: 아, 맛에 대해서 간단한 것밖에 안 배우고 좀 복잡한 맛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

았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길게 쓰고 싶었는데 표현을

못 하니까 길게 못 썼다는 거죠?

필20: 맞아요, 네.

<한국어 텍스트 20에 대한 인터뷰 자료>

(다)는 연구자가 (나)의 설명문을 생성한 필자20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정보

중에서 이를 실제 설명문에서 표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질문하고, 이에 필

자20이 대답한 내용이다. 인터뷰에서 필자20은 설명문에서 샤브샤브의 맛에 대

해 구체적으로 쓰고 싶었으나 이를 쓰지 못했다고 대답하였다. 필자가 대답한

문제점은 실제 설명문인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필자는 여기에서 샤브샤

브의 맛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대신 ‘맛도 다양하다’, ‘수많은 맛’

이라는 표현으로 간단히 작성하고 있다. 설명문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설명문만을 가지고서는 샤브샤브의 맛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필자가 설명문을 통해 궁극적으로 샤브샤브의 다양한 맛에 대

해 설명하고자 했다는 사실 역시 알아차리기 어렵다. 필자20이 자신이 전달하

고자 한 정보를 설명문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샤브샤브의 맛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어휘나 식재료 등을 언급하면서 텍스트를 생성해야 한다.

아래의 (라)는 동일한 필자가 같은 주제(중국의 유명한 음식에 대해 소개하

기)에 대해 모국어로 쓴 설명문이다. 모국어 설명문의 내용을 한국어 설명문의

37) ‘필O’은 <텍스트 O>를 쓴 필자를 지칭한다.

38) ‘연’은 연구자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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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비교함으로써 필자가 설명문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정보가 무엇

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라)

수 在煮沸的锅底料中，可以涮各种食材，蔬菜，肉啊，喜欢什么都可以往里面放，可以

说是来着不拒。锅底料的味道和各种食材本身的美味巧妙地结合，形成一种特殊的和谐的美

味。这味道就是火锅特有的味道。各地的火锅都不一样，所以火锅的味道也千差万别。有北

京的涮羊肉火锅, 风味别致; 有重庆的麻辣火锅, 麻辣过瘾; 有广东的海鲜火锅, 味美鲜香；

有云南的滇味火锅, 鲜嫩香辣; 有苏州传统碳锅, 肥而不腻…… 各地几乎都有自己的特色火

锅。火锅有那么多种味道，怎么吃都不会腻。怪不得火锅那么受欢迎了。 

(펄펄 끓는 육수에, 채소, 고기 등 각종 식재료를 샤브샤브할(살짝 데칠) 수 있다. 좋

아하는 것이면 뭐든지 다 안에 넣을 수 있어, ‘오는 것은 막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

다. 육수의 맛과 각종 식재료 본연의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특별하고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낸다. 이 맛이 바로 훠궈 특유의 맛이다. 각 지역의 훠궈는 모두 달라, 훠궈의

맛도 천차만별이다. 북경의 양고기 훠궈는 풍미(맛)가 독특하다. 중경의 마라훠궈는 마

라(마비가 될 정도로 얼얼하게 매운 맛)에 중독된다. 광동의 해산물 훠궈는 맛있고 신

선하다. 운남의 전미 훠궈는 신선하고 부드러우며 매콤하다. 소주의 전통 숯 훠궈는 비

계가 많아도 느끼하지 않다. 각 지역마다 거의 자기만의 특색 있는 훠궈가 있다. 훠궈

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맛이 있지만, 어떻게 먹더라도 질리지 않는다. 역시 훠궈는 환

영받고 있다.)

<모국어 텍스트 14>

필자20은 동일한 주제의 한국어 설명문 (나)에서는 샤브샤브의 맛을 ‘수많은

맛’, ‘맛도 다양하다’로 간단히 쓴 반면, 모국어 설명문 (라)에서는 ‘육수와 식재

료 본연의 맛이 어우러져, 특별하고 조화로운 맛’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라)에서 필자20은 샤브샤브(훠궈)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 지

역의 샤브샤브 맛이 어떠한지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필자가

설명문에서 샤브샤브의 다양한 맛에 중점을 두고 이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음을 이해하게 된다.

사후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필자가 아무런 계획 없이 설명문을 생성함

으로써 이와 같은 사실 정보의 누락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필자가 설명문을 쓰기 전에 먼저 설명문에서 전달할 정보를 미리 선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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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채로 설명문을 쓰는 경우 설명문에서 언급할 정보를 선정하는 작업과 실

제로 설명문을 생성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는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설명문을 쓰는 행위와 비교하였을 때 필자에게 더 많은 인지적

부담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설명문에서 핵심적인 사실 정보의 누락이라는

문제 양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마)

연: 글의 내용을 이런 순서(교자-년화-다른 풍습 등)로 쓴 이유가 있어요?

필6: 이유는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썼어요. 쓰고 나니까 아, 이거 먼저 쓰는 게 좋

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쓰고 나서 순서나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고 쓸지

좀 생각하고 쓰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쓰다보니까 원래 생각하지 않았

던 다른 것도 쓰게 되고. 분량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가 생각나면 가능한

많이 쓰려고 했고, 그러다보니까 아 쓸 게 많네, 마지막에 가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 있

었는데 다 못하고 급하게 마무리하고.

<한국어 텍스트 6에 대한 인터뷰 자료>

설명문을 쓰는 과정에서 계획의 부재가 정보의 선정 측면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은 (마)의 인터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자6은 사전 계획 없이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쓴 결과 ①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내용을 쓰게’ 되

었고, ② ‘분량에 대해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정보를 가능한 길게

쓰려고’ 하였으며, ③ 결국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으나 다 하지 못 하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계획 없이 설명문을 생성하는

경우 필자는 전달하려던 정보를 실제 설명문에서 누락시킴으로써 자신이 말하

고자 한 정보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한다.

한편 설명문의 정보에는 객관적인 사실 정보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도 포함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브링커(Brinker, 1985)나 서혁

(1996)에서도 논의한 바 있다. 물론 설명문의 목적을 고려할 때 사실 정보에

대한 필자의 판단이 설명문에서 가장 주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명문의

목적은 사실적인 정보에 대한 독자의 이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사실 정보에 대한 필자의 판단 역시 설명문의 정보 유형 중 하나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는 필자의 판단이 사실 정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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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한 객관적인 사실

정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명문에서 자신의 판단을 적절히 드

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설명문 쓰기에서 학습자는 이를 제대로 드

러내지 않음으로써 필자가 전달하고자 한 사실 정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오

히려 약화시키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아래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

다.

(바)

 태국에는 한국 설날처럼 전통적인 새해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쏭크란’이라고 부

른다. 태국력으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쏭크란 축제는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물의 축제이기도 하다. 태국의 대표적 명절인 쏭크란은 매해 4월 13일부터 15일

까지이며 새해맞이 축제로 거리에서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더위를 잊는 태국의 최고의

축제이다. 이 기간 동안 태국 어디를 찾든 방문객들은 웃음 가득한 얼굴로 축복을 의

미하는 물을 뿌리는 태국인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

수 쏭크란 축제가 시작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밖으로 나와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데 하루 종일 즐겁게 지낸다. 이 시기 태국을 찾은 관광객들은 각 지역의 특색

별로 쏭크란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매년마다 활발하게 개최되는 쏭클란 추제는

전세계에서 수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면 태국을 방

문하여 쏭크란 축제를 경험해보세요.

<한국어 텍스트 3>

(사)

필3: 그런데 요즘 사람들 방콕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거 점점 안 해요. 이거 좀 전통

적… 이제는 옛날에 물 뿌리는 거 가볍게, 요새는 너무 강하고 심해요. 어떨 때는 물에

다 색깔 넣고 아니면 다른 거 넣고 너무 심해요. 트럭 같은 차 뒤에 공간에 물통 가지

고 물 넣고 뿌리고 다니고 죽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요새 좀 어린, 20대 그런 사람들

은 청소년 그런 사람들은 너무 전통 아니고 옷도 흰색 입고, 어떤 사람은 옷 벗고. 요

새 사람들은 물 뿌리면서 술도 먹고 노래도 틀고.

연: 옛날에는 물을 조금씩 뿌리면서 이게 축복을 하는 건데,

필3: 옛날에 물에다가 꽃잎 넣고 향도 넣고, 근데 요새는, 그래서 제가 어떤 외국인

들이 이런 거 몰라요. 전통적인 명절 그런 거 모르고, 근데 지금 태국에서 그런 모습

봤어요. 그래서 어, 이거 태국 전통적 축제이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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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래서 이런 날에 이 행사(단락) 하는 거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연: 그런데 왜 쏭크란에 물을 뿌리는 것을 단락하고 수단락에 나눠서 이렇게 강조

해서 썼어요? 이것만 봤을 때는 쏭크란에 물을 뿌리는 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필3: 이거 다른 사람 보면 뭐 물 축제 안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물뿌리는 거 말고도 다른 의미가 있다…

연: 그러면 OO씨(필자3)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것(, 수단락) 말고 이게(단
락) 더 중요했던 거네요?

필3: 네.

<한국어 텍스트 3에 대한 인터뷰 자료>

(바)는 태국의 명절을 소개하는 설명문의 일부이다. 필자3은 이 설명문의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축복의 의미로 물을 뿌리는 쏭크

란 축제의 풍습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사)의 인터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필자3은 현재 쏭크란 축제 풍습이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문

제로 인식하고, 쏭크란 축제의 전통적인 풍습을 되살려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

였다. 그러나 (바)의 설명문에는 물을 뿌리는 쏭크란 풍습이 행복하고 즐거운

풍습으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서는 필자가 궁극적으로 설명하

고자 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필자3이 물을 뿌리는 쏭크란

풍습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설명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필자가 이를 설명문에서 언급하는 경우 설명문을 읽는 독자는 현재의 쏭크란

풍습이 전통적인 풍습 그대로가 아니라 변질된 것이라는 사실 정보를 보다 명

확히 이해하게 된다. (사)를 통해 설명문에서 사실 정보에 대한 필자의 판단이

결국 사실 정보 자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침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설명문을 생성할 때 사실 정보에 대한 자신

의 판단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설명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김정자(2001)에서는 본 연구의 사실 정보에 대한 필자의 판단을 필자의 태

도39) 중 일부로 보면서, 필자가 자신의 태도를 텍스트 상에 표현하는 일이 중

39) 김정자(2001)에서는 필자가 표현과 관련하여 지니게 되는 태도로 ‘표현에 대한 태도’, 

‘표현 상황에 대한 태도’, ‘표현 태도’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표현 태도’는 표

현할 대상과 독자를 대하는 입장이나 관점(김정자, 2001:ⅰ)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의 ‘사실 정보에 대한 필자의 판단’은 김정자(2001)에서의 ‘표현 태도’ 중 일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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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논의하였다. 필자의 표현 태도가 텍스트에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경

우는 필자가 자신의 태도를 숨기고자 한 경우와 필자가 자신의 태도를 제대로

표현해 내지 못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필자가 표현 태도를 제

대로 표현해 내지 못하여 텍스트에 표현 태도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교정적

치료의 의미로서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김정자, 2001:12).

한편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문제 양상은 필자가 설명문의 특징

으로서 객관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설명문에서

사실 정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제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

연: 그러니까 지금 축제가 그 물을 뿌리는 게 너무 커져서 원래 의미, 축복을 빌던

의미가 변질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변질됐다는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필3: 그것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디서 놓아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 이야기하면 그냥 제가 쓰기라는 것은 제 이야기 많이 하지 않고…

연: 아, 제가 알리는 글을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OO씨(필3) 이야기는 많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았다는 거죠?

필3: 네. 만약에 제 경험 쏭크란 때 제 경험 많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다

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이야기 많이 넣지 않고… 좀 공식적으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한다. 이런 거 많이 써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한국어 텍스트 3에 대한 인터뷰 자료>

(아)의 인터뷰 자료를 통해서 필자3이 해당 설명문에서 쏭크란 풍습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필자3이 설명문의 장르 특성으로서 ‘전달할 사실 정보만을 객관적으

로 진술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객관성이 설명문의 주요

한 특징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설명문의 객관성은 필자가 설명

문에서 자신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실 정보만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

의 객관성이 아니라, 설명문의 목적이 사실 정보의 객관적인 전달에 있다는 의

미의 객관성이다. 따라서 필자는 사실 정보의 객관적인 전달에 도움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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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판단을 설명문에서 드러낼 수 있다. 다시 말해 필자는 독자에게 사태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수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고) 알려줄 수 있는 것이다(Brinker, 1985; 이성만 역, 2004:146-147). 그

러므로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에서는 학습자에게 설명문의 내용으로서 정보

의 유형에 대해 알려주어야 하며, 교사는 학습자가 필자로서 독자에게 전달하

고자 하는 사실 정보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신

의 판단까지 설명문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1.2. 불충분한 정보 확장

정보의 선정 측면에서 드러나는 또 한 가지 문제 양상은 필자가 설명문에서

정보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정보에 대한 충분한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

아 독자의 입장에서 필자가 설명하는 정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필자가 설명문에서 정보를 충분히 확장시키지 않으면 독자는 필자가 무엇을

설명하고자 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해당 설명문은 본래의 목

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설명문이 된다. 이는 특히 목표어 담화공동체의 구성원

을 독자로 해야 하는 제2언어 필자(L2 writer)에게는 더욱 큰 어려움으로 작용

한다. 이는 필자와 독자가 상이한 모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서로 다른 담화공동

체의 구성원이라는 점, 그로 인해 필자와 독자의 배경지식 간의 간극이 크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인 필자는 예상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

려하는 데 있어 모국어 필자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때 필자가

독자의 배경지식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면 필자는 독자가 어떤 정보를 부가

적으로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로 인해 필자는 독자의 요구가 아니라 자

기 생각을 기준으로 정보의 확장 수준을 결정하게 되고, 이는 필자가 독자에게

완전한 의미의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하에서는 학습자가

생성한 실제 설명문을 통해 문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수 러시아에서 5월 9일은 큰 명절이다. 한국 추석과 같다고 할 수도 있다. 전승기념

일 (독일과의 제2차 세계대전)이라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0일까지 대체공휴일로

쉰다.

<한국어 텍스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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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필자12가 러시아 명절을 소개하는 설명문의 마지막 단락이다. 이 단

락에서 필자12는 러시아 전승 기념일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12

는 러시아 전승 기념일을 ‘한국 추석과 같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두 명

절을 비교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에서 러시아 전승 기념일과 한국 추석

이 비교 대상이 되는지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두 가지 명절은 의미 면에서 전혀 성격이 다

른 명절이므로 ‘한국 추석과 같다고 할 수도 있다’는 문장만으로는 필자가 완

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보가 충분히 확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

로 이 문장을 보충하여 필자12가 전달하고자 한 정보의 의미를 명료하게 드러

내기 위해서는 명절의 규모나 대표성 면에서 러시아의 전승 기념일을 한국의

추석과 비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가)를 정보의 의

미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설명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래의 (가*)와 같이 고

쳐 쓸 수 있을 것이다.

(가*)

러시아에서 5월 9일은 큰 명절이다. 이 명절은 규모가 큰 러시아의 대표적인 명절이

라는 점에서 한국의 추석과 같다고 할 수도 있다. 전승기념일 (독일과의 제2차 세계대

전)이라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0일까지 대체공휴일로 쉰다.

(나)

 1월 1일은 새해(노브이 궈드)라고 말을 할 것이다. 이 날을 기다리는 러시아 사

람들은 가족들과 식탁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그 다음 해 오는 시점을 텔레비전에서

카운트다운 10, 9, 8, 7, 6, 5, 4, 3, 2, 1 하고 외친다. 샴페인을 먹고 서로 안고 뽀뽀를

하면서 술잔을 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하면서 축하를 한다.

<한국어 텍스트 12>

(나)는 동일한 필자가 러시아 명절 중 새해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단락이다.

이 내용만을 읽었을 때는 러시아 사람들이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

한 필자12와의 인터뷰 자료 (다)를 보면 필자12가 전달하고자 한 정보가 설명

문 상에 완전히 표현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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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12: 한국에서 명절에 대해서 말하자면, 한국에서 명절 분위기를 느끼지 못해요. 여

기 살아보니까. 예를 들어 러시아 사람들이 새해 명절 되기 전에 12월 1일부터 준비를

시작하거든요. 그 때는 뭐 술도, 과자들도, 크리스마스 트리도 미리 사서 집에 갖다 주

고. 분위기가 너무 좀 좋아요. 근데 여기는 새해든 화이트데이든 한국 사람들은 분위기

가 좀 그렇지 않아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어 텍스트 12에 대한 인터뷰 자료>

(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문에서 필자12가 전달하고자 했던 정보

는 러시아의 명절 분위기이다. 다시 말해 필자12는 설명문을 통해 ‘한국과 달

리 러시아에서는 시간상으로 명절이 되기 훨씬 전부터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필자12

가 생성한 설명문인 (나)에 나타난 러시아의 새해 분위기는 한국의 새해 분위

기와 특별히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필자12가 보다 완전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서는 (나)의 정보를 확장하여 러시아 사람들이 새해 한 달 전부터 새해를 맞이

할 준비를 한다는 구체적인 정보까지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부가 정보를 통해

필자는 독자에게 러시아와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명절 분위기의 차이를 보여

줄 수 있다. 이는 아래에서 (나*)와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나*)

1월 1일은 새해(노브이 궈드)라고 말을 할 것이다. 러시아 사람들은 새해가 오기 한

달 전부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술이나 과자 같은 음식이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마련해 미리부터 새해의 분위기를 내는 것이다. 이 날을 기다리는 러시아 사람들은 가

족들과 식탁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그 다음 해 오는 시점을 텔레비전에서 카운트다

운 10, 9, 8, 7, 6, 5, 4, 3, 2, 1 하고 외친다. 샴페인을 먹고 서로 안고 뽀뽀를 하면서

술잔을 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하면서 축하를 한다.

(라)

 오늘날도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것은 항상 빵이다. 그래서 ‘빵-모든 것의 으뜸’,

‘빵과 물-농민의 식사’, ‘빵이 없으면 별볼일 없는 식사’라는 격언이나 속담이 있다. 러

시아 사람들에게 빵은 소금과 함께 모든 길흉사에 동반된다. 가장 귀하고 유명한 손님

들, 결혼식 날의 젊은이들을 빵과 소금으로 맞이한다. 그리고 먼 걸을 떠나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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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을 준비해 준다. 한 마디로 말하면 한국사람들은 밥을 주식으로 여기고 러시아 사람

은 빵을 주식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빵이 없으면 식사조차 못 한다. 게다가 빵을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한국어 텍스트 21>

(라)는 필자21이 러시아의 기본적인 주식인 빵에 대해 소개하는 설명문의 일

부분이다. 마지막 문장인 ‘게다가 빵을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앞에서 제시

한 정보와는 다른 내용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문장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한 부연 설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 문장을

통해 필자가 정확히 무슨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필

자21이 자신의 설명문을 읽을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충분히 고려하

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러시아 사람이 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러시아 사람인 필자21에게는 당연한 사실일 수 있으나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

는 한국인 독자의 입장에서는 생소한 정보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설명문을 생

성하기 이전에 우선 자신의 글을 읽을 예상 독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예상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을 충분히 고려하여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

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이 설명문에서 필자21이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

해서는 빵을 버리면 안 된다는 정보를 확장하여 빵을 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

가 무엇인지까지 설명해야 한다. (마)의 인터뷰 자료에서 필자가 확장해야 할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마)

필21: 빵을 만들기 전에 사람들이 엄청 힘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 고대부터 그냥 슈

퍼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먼저 밀, 호밀, 보리, 수수를 심어서, 키워서, 그 다음에 사

람들이 힘도 쓰고 신경도 쓰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빵을 만들

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빵을 그냥 버

리는 사람들을 버릇이 없는 사람, 엄청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버

리면 예를 들면 아이들이 식사를 하기 싫을 때 먹지 않겠다고 그냥 버리면 엄마가 너

무 화내요. 이렇게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날도 빵이 남아도 쓰레

기로 버리지 않고 구워서 동물한테 주거나 뭔가 다른 걸로 재활용을 해요.

<한국어 텍스트 21에 대한 인터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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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인터뷰 자료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빵을 만드는 데 들어간 사람들의

시간적, 물리적인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때문에 러시아에

서는 빵을 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필자21이 설명문에서 이러한

내용을 모두 설명해야 독자는 필자21이 전달하려고 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

게 된다. (라*)와 같이 고쳐 쓰면 필자21이 정보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설명문이 된다.

(라*)

오늘날도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것은 항상 빵이다. 그래서 ‘빵-모든 것의 으뜸’,

‘빵과 물-농민의 식사’, ‘빵이 없으면 별볼일 없는 식사’라는 격언이나 속담이 있다. 러

시아 사람들에게 빵은 소금과 함께 모든 길흉사에 동반된다. 가장 귀하고 유명한 손님

들, 결혼식 날의 젊은이들을 빵과 소금으로 맞이한다. 그리고 먼 걸을 떠나는 사람에게

빵을 준비해 준다. 한 마디로 말하면 한국사람들은 밥을 주식으로 여기고 러시아 사람

은 빵을 주식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빵이 없으면 식사조차 못 한다. 게다가 빵을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빵을 만드는 데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

갔고, 러시아 사람들은 그 시간과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학습자의 모국어 설명문을 함께 분석한 결과 한국어 학습자가 정보를

충분히 확장시키지 않는 문제는 모국어로 생성한 설명문보다 한국어 설명문에

서 더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두 명의 필자가 생성한 한국어 설명

문과 모국어 설명문의 예를 통해 이를 살펴볼 수 있다. (바)와 (사)는 각각 필

자12가 러시아의 명절을 소개하는 한국어 설명문과 모국어 설명문이고, (아)는

이 부분에 대한 인터뷰 자료이다.

(바)

수 러시아에서 5월 9일은 큰 명절이다. 한국 추석과 같다고 할 수도 있다. 전승기념

일 (독일과의 제2차 세계대전)이라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0일까지 대체공휴일로

쉰다.

<한국어 텍스트 12>



- 57 -

(사)

 День Победы – это праздник со слезами на глазах. Символ победы р

усского народа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над фашизмом. Как прав

ило, в этот день во всех городах России проходят парады и повсюду звуча

т  военные песни. А ветераны войны принимают поздравления.

(전승기념일은 추모하는 명절이다. 러시아 사람들은 내전 때 파시즘을 이긴 정신을

기린다. 그 날 러시아의 모든 도시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군사 노래가 울려 퍼진

다. 재향 군인들은 축하를 받는다.)

<모국어 텍스트 1>

(아)

연: 만약에 자리가 좀 더 있었으면 여기에 어떤 내용을 쓰셨을 것 같아요? 전승 기

념일 부분에서 뭔가 쓸 내용이 있었을까요?

필12: 할아버지 할머니, 그날 좀 젊은 사람들은 이미 기억을 하지 않았지만, 나이 드

신 분들이 그날이 바로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 기

억 많이 하고 좀 울어요. 우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길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이미 45년 지났지만 아직도 머릿속에 무서운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때

먹을 것도 없었고 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행복하지만

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또 우리 대통령이 지금 45년 이미 지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아직 살아 계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아파트, 그 때 전쟁

에 참석하는(참석한) 분한테 선물로 아파트를 드렸어요.

<한국어 텍스트 12에 대한 인터뷰 자료>

필자12는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이 러시아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라

고 말하였으나, (바)의 한국어 설명문에서는 전승기념일에 대한 정보가 세 개

의 문장으로 간단히 소개되어 있다. 게다가 소개한 정보 역시 전승기념일이 언

제인지, 며칠 동안 쉬는지와 같은 피상적인 정보뿐이다. 이것만으로는 필자12

가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인 전승기념일에 대해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

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러시아 명절 중에서 전승기념일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

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전승기념일이 무엇을 기리는 날인지, 이를 기리기 위

해 전승기념일에 행해지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동일한 필자가 작성한 모국어 설명문 (사)의 내용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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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국어 설명문과는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설명문과 비교할

때 필자12의 모국어 설명문에는 전승기념일의 중요성이 비교적 잘 드러나 있

다. 이는 (사)에서 필자12가 전승기념일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 이날 어떤

행사를 하는지에 대해 정보를 확장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12의 한

국어 설명문 (바)는 앞에서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을 한국의 추석과 비교한 내용

을 보충한 (가*)에 (아)의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전승기념일에 대한 정보를

확장하여 (바*)와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바*)

러시아에서 5월 9일은 큰 명절이다. 한국의 추석과 같이 러시아의 대표적인 명절이

라 할 수 있다. 전승기념일 (독일과의 제2차 세계대전)이라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10일까지 대체공휴일로 쉰다. 이 날에는 전쟁을 경험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쟁에

어떻게 이겼는지를 이야기하고 이를 기린다. 당시의 어려운 상황과 상처를 되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와 (차)는 각각 필자32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

한국어 설명문과 모국어 설명문이다. 두 설명문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모국어

설명문에 비해 한국어 설명문에서 정보의 확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

제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외국에 와서 유학하고 있는 나한테는 대부분 스트레스를 학교 생활에서부터 생

긴 것이다. 아시다시피 다른 언어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서 항상 성적 걱

정을 하곤 한다. 특히 기말 리포트 제출하는 기간에는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쌓인 것

같다. 그 때 리포트를 쓰느라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오직 리포트를 어떻게 써야 잘 되

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피곤해보이고 또는 다른 사람한테 쉽

게 화를 낸다. 사실은 화를 낸 것이 아닌데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 할 수 없었던 것이

다. 특히 리포트가 잘 안 되었을 때 가끔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

때는 꼭 쉬어야 한 것이었고 나한테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었다.

<한국어 텍스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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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Đối với một người sớm ra nước ngoài du học như tôi, căng thẳng là

chuyện thường gặp. Nhất là trong việc học hành và các mối quan hệ xã hội

trong trường học. Việc học hành căng thẳng luôn khiến tôi lo lắng bất an. Đặc

biệt vào mỗi cuối học kỳ, khi phải nộp báo cáo hay thi cuối kỳ là khoảng thời

gian căng thẳng nhất đối với tôi. Để làm một báo cáo hoàn chỉnh cần phải

đầu tư thời gian cũng như nhiều công sức tổng hợp các kiến thức đã học. Áp

lực điểm số càng khiến tôi thêm căng thẳng. Vì vậy, có những lúc tôi không

thể ăn uống điều độ, dẫn đến mệt mỏi và nhiều cáu gắt. Những lúc như vậy,

tôi thường tìm đến âm nhạc để thư giãn mình.

(일찍부터 유학생활을 선택한 나 같은 사람은 자주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와 학교

안의 사회관계들 때문에 제일 그렇다. 긴장된 공부에 늘 불안하고 걱정스럽기만 하다.

특히 기말마다 기말 시험이나 기말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

이다. 보고서를 완벽하게 쓰려면 시간뿐만 아니라 배운 지식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적에 대한 부담도 긴장감을 주는 원인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식

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곤하고 짜증을 부릴 때가 있다. 그런 때에 음악을 찾아 스

스로의 긴장을 풀려고 한다.)

<모국어 텍스트 9>

한국어 설명문인 (자)와 비교하였을 때 모국어 설명문 (차)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말 보고서가 어떠한 측면에서 필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

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필자32는 한국어 설명

문과 모국어 설명문에서 공통적으로 학기말에 스트레스가 특히 큰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 설명문인 (자)에서는 ‘기말 리포트를 어떻게

써야 잘 되는지를 생각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 원인을 간단히 언

급한 반면 모국어 설명문인 (차)에서는 ‘보고서를 완벽하게 쓰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도 필요하고 배운 지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라

는 점까지 언급함으로써 스트레스의 원인과 관련한 정보를 더 확장시켜 구

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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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보의 구성 측면

2.2.1. 불완전한 형식적 구성 방식 사용

설명문을 생성할 때 텍스트 구조의 측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은 이른바 삼단 구성이다(서정수, 1995:401). 필자는 삼단 구성을 활용함으로써

특정한 정보를 소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전개시킨 후 마무리하는 과정을 거

쳐 하나의 완결된 설명문을 생성할 수 있다. 반 다이크(van Dijk, 1981)는 이를

상위구조의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 이때 상위구조는 텍스트의 유형을 표

시해주는 총괄적인 구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설명문에서 쓰기 맥락에

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목표 담화공동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

되는 상위구조에 대해 인식하고 한국어 설명문을 생성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식적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는 비단 형식적인 측면에만

국한된 논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설명문이 형식적으로 삼단 구성 방

식을 취하는 것은 이 형식적 구성 방식이 정보를 독자에게 이해시키는 설명문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상위구조의 각 부

분, 즉 처음, 중간, 끝 부분이 설명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각각의 역할

을 수행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설명문의 형식적 구성에 대해 논의할 때

해당 설명문이 삼단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위 구조의 각 부분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설명문의 삼단 구성 가운데 형식적 구성 방식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부분은 처음과 끝 부분이다.40) 서정수(1995)에서는 설명문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을 각각 도입 단락과 종결 단락으로 지칭하면서 각 부분이 수행하는 역할

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0) 설명문의 중간 부분은 필자가 여러 가지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으로, 여기에

서 각각의 정보는 그 의미적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설명문의 중간 부분에 대

해서는 이어지는 2.2.2.의 의미적 구성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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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단락

• 독자의 주의 집중

• 문제의 제기, 사건 및 인용문의 제시

• 주제 제시, 주제의 구분 제시

종결 단락

• 본문 내용을 간추려 주제를 강화

• 주제를 상기시키고 전망을 제시

• 글을 마무리하면서 남은 문제점을 지적

<표 10> 설명문의 도입 및 종결 단락의 역할(서정수, 1995:45-49)

학습자의 설명문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삼단 구성의 상위구조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삼

단 구성의 하위 구성 요소는 해당 단락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한국어 설명문과 모국어 설명문에 나타난 상위구조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1>은 학습자의 설명문이 형식적

으로 삼단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고, <표 12>는 삼단 구성을 갖

추고 있는 설명문을 대상으로 하여 각 설명문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이 각각

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한국어 설명문
삼단 구성을 갖춘 설명문 24편 (75%)

삼단 구성을 갖추지 못한 설명문 8편 (25%)

모국어 설명문
삼단 구성을 갖춘 설명문 19편(90.5%)

삼단 구성을 갖추지 못한 설명문 2편(9.5%)

<표 11> 한국어와 모국어 설명문의 상위구조 비교 분석 결과(형식적 측면)

한국어 설명문
상위구조의 역할을 수행한 설명문 14편 (58.3%)

상위구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설명문 10편 (41.7%)

모국어 설명문
상위구조의 역할을 수행한 설명문 15편(78.9%)

상위구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설명문 4편(21.1%)

<표 12> 한국어와 모국어 설명문의 상위구조 비교 분석 결과(기능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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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과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학습자가 생성한 한국어 설

명문 중 75%가 형식적으로는 삼단 구성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이 가운데

58.3%의 텍스트만 텍스트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가 생성한 모국어 설명문의 경우 90% 이상

의 텍스트가 형식적으로 삼단 구성을 갖추고 있고, 이 가운데 78.9%의 텍스트

가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하

에서는 학습자의 한국어 설명문에 나타나는 형식적 구성 측면의 문제를 살펴

보기로 한다.

(가)

 춘절은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이다.

 춘절은 음력 1월 초하루이며 중국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보통 중국인들은 춘절

전에 고기, 채소, 과일 등 여러 가지 음식을 미리 사 놓는다. 춘절 전날에 아침에 춘련

을 집 문에 붙이고 새해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상징한다. 그리

고 낮에 집집마다 청소하고 풍성한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바쁘게 지낸다. 교자(만두)는

중국 춘절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교자 종류가 많이 있는데 야채 교자, 고기교자,

해산물 교자…… 보통 춘절 전 날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교자를 만드는 풍습이다.

춘절 전날에 저녁 식사는 일년 중에 제일 풍성한 식사라는 것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

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들 삼 대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데 반찬 종류가 20

개 가까이 된다. 식사하면서 맥주, 맥주도 많이 먹는다. 저녁 8시 되면 저녁 식사를 끝

내고 가족들이 TV 앞에 모여서 CCTV에서 나오는 춘절 특별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야

기를 나눈다. 밤 12시 되면 특별 프로그램에서 종 울리고 사람들은 서로 “새해 복 많

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하면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세뱃돈을 준다. 보통 이때에

사람들이 집에 나가서 폭죽을 터뜨리며 이는 마귀를 쫓고 새해에 좋은 운세를 가지게

하는 뜻이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교자를 끓려 먹고 동전 들어가있는 교자를 먹게

된 사람이 새해에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이 될 것라는 것다. 일반 중국인들은 춘절 전

날에 잠을 안 자고 밤을 지새는 풍습이고 “수세”라고 한다.

 그 다음 날에 가족들이 친척 집에 방문하고 서로 새해 선물을 주고 받고 새해

축복을 나눈다. 보통 중국에서 춘절 일주일동안 쉬는 것다. 중국사람들이 일주일동안에

집에서 전통 음식 만들고먹고 친구들과 만나고 즐거게 보낸다. 요즘에 춘절 방학 동안

국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

 중국의 전통문화를 맛보고 싶으시면 춘절 때 중국에 한 번 가보세요!

<한국어 텍스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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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한국어 텍스트 8>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단락이 처음 부분이고, 단락이 끝 부분이다. 이 설명문의 처음과 끝 부분

은 각각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부분 모두 처음 부분과 끝 부분으로

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 부분인 
단락의 경우 춘절이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는 점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중간 부분에서 제시할 정보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거나 안내하는 도입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끝 부분인 단락 역시 해당 국가의 방문을 제안하는 단 하
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소개한 정보를 요약하거나 이를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이 설명문은 갑작스럽게 끝을 맺

는 텍스트가 되었다.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필자

가 설명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와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가*)

 춘절은 음력 1월 1일로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이다. 이 날은 중국에서 가장 큰 명

절인 만큼 중국인들은 춘절 전 날부터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는 등 명절 준비로 바쁘

다. 또 춘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풍습도 행해진다.

[……]

 지금까지 소개한 것처럼 춘절에 중국인들은 가족과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

고 다양한 풍속을 지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중국의 명절 문화를 느끼고 싶은 사

람이라면 춘절 때 중국을 방문해보기 바란다.

실험 과정에서 학습자가 (가)의 텍스트와 같이 삼단 구성의 상위구조를 활용

하지 않거나, 삼단 구성을 활용하였으나 처음과 끝 부분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

하지 못하는 텍스트를 생성한 경우 이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

과 학습자가 처음과 끝 부분의 역할이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필10: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문장이, 문장 쓰는 게.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중국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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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긴 만큼 요리도 긴 세월의 흐름 이런 거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다른 내용으로 바꿨어요. 이 내용을 대신해서 ‘위와 같이 중국 요

리의 문화가 지역, 민족, 요리 방법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영향을 받아 아주 다양하다.

여기서 몇 가지 간단한 예를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이렇게 바꿨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단락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정리하는 내용, 그냥 한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말이라면 다 되는 거라서…… 또 어려웠던 거, 요리를 표현하고 싶을 때.

<한국어 텍스트 10에 대한 인터뷰 자료>

(다)

연: 그런데 OO씨(필자11)는 맨 마지막에 마무리 짓지는 않았네요?

필11: 왜냐하면 이거 단락에서 많이 썼으니까. 이거는 제가 저번에 쓰는 것과 완

전 다르게 이거는 교과서 아니면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면 총(총

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동남서북 쓰면 다음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
락 마지막에 ‘각각 지역의 맛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고 (언급하고) -
수단락 이렇게 한 거예요.

<한국어 텍스트 11에 대한 인터뷰 자료>

(나)에서 필자10은 설명문의 끝 부분의 역할이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

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으나,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

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 끝 부분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정보를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중간 부분에 비해 그 중요성이 덜하

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중간 부분에서 제시한 새로운 정보를 끝 부분

에서 한 번 더 정리하면 독자는 이를 다시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여 독자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설명

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다)의 필자11 역시 (나)의 필자10과 마찬가지로 이미 앞에서 소개한 정보를

끝 부분에서 굳이 반복하여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끝 부분이

없는 설명문을 작성하였다. 필자11은 설명문의 처음 부분에서 소개할 정보를

이미 간단하게 제시(중국의 음식을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소개)한 상태이기 때

문에 끝 부분에서 반복하여 이를 종합하거나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마무리하는 끝 부분이 없

이 처음과 중간 부분만으로 설명문을 끝맺는 것은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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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형식적 구성 방식이다.

또한 필자11이 생성한 <한국어 텍스트 11>의 마지막 단락은 중국 화동 지

역의 음식의 맛, 재료 상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독자의 입장에서는 필자가 제시한 정보 가운데 일부에 대해 전달받

은 상태에서 설명문을 다 읽은 상황이 된다. 필자가 중간 부분만으로 설명문을

마무리하는 대신 끝 부분을 구성하여 중간 부분에서 제시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전의 논의를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필자가 설명문에서 전달한 정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라)

연: 지난번에 명절 소개하기 썼을 때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나눴는데 이번에

는 왜 안 나눴어요?

필9: 더 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내용이 안 나와요.

연: 내용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필9: 음식, 그냥 뭐 특히 아르메니아 대표적인 음식이라면 이것밖에는 내용이

못 나오는 거예요. 다른 단락 시작하면 돌마밖에 아르메니아에 이런, 이런 음식도

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 이런 음식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한국어 텍스트 9에 대한 인터뷰 자료>

한편 (라)에서는 학습자가 삼단 구성의 하위 구성 요소가 수행하는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9는 아르메니아의 유명한 음식인

돌마에 대해 소개하는 <한국어 텍스트 9>를 생성하였는데, 이 설명문은 삼단

구성의 상위구조를 활용하지 않고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전에

생성한 다른 설명문에서 필자9가 삼단 구성의 상위구조를 활용하고 있었기 때

문에 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자9는 설명문의 끝 부분을 작성하려면 돌마가

아닌 새로운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하는데 더 이상 설명문에서 설명할

새로운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끝 부분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필자9가 삼단 구성의 상위구조 가운데 특히 끝 부분의 역할에 대해 잘못 이해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설명문의 끝 부분의 역할은 앞에서 언급하지 않

은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언급한 정보를 종합함으로써

설명문을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9가 상위구조를 구성하는 하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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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요소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면 끝 부분을 작성하지 않은 설명문

대신 완결성 있는 설명문을 생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2.2.2. 주제를 약화시키는 의미적 구성 방식 사용

앞에서는 설명문의 상위구조 가운데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의 기능에 대해 살

펴보았다. 이와 함께 설명문의 중간 부분은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구

체적으로 확장시켜 논의하는 부분으로서 설명문의 내용상 핵심적인 부분이 된

다. 그런데 필자가 설명문에서 단 하나의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에 효과적인 설명문을 생성하기 위해 필자는 이들 정보를 응집성 있게 구성해

야 한다. 이 때 응집성(coherence)은 의미의 연속성(continuity of meaning)을

의미하는 것(이삼형, 1994)으로서, 정보를 응집성 있게 구성한다는 것은 각각의

정보가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함을 말한다. 설명문에서 정보는 결국

설명문 주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정보가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

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설명문의 주제가 된다. 따라서 필자는 각각의 정보,

더 구체적으로는 정보의 의미가 주제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설명문을 구성해

야 하며, 본고에서는 이를 설명문의 의미적 구성 방식이라고 본다.

설명문에서 이와 같은 의미적 구성 방식을 잘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명확한 의미적 구성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설명문의 논리성을 높일 수 있

기 때문이다(이삼형, 1994:7). 이러한 이유로 설명문의 의미적 구성 방식에 대

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41) 본 연구에서는 실험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제시한 설명문의 주제가 주로 대등한 관계의 여러 가지 정보를 설명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메이어와 프리들(Meyer & Freedle, 1984)의

의미적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실제 설명문에 드러나는 의미적 구성 방식을 살

펴보고자 한다.

학습자가 실제 설명문에서 의미적 구성 방식을 활용하는 양상을 분석한 결

과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의미적 구성 방식 자체를 활용하지 않고 설명문을

41) 메이어와 프리들(Meyer & Freedle, 1984)은 이를 비교(Comparison), 문제/해결

(Problem/Solution), 인과(Causation), 기술 수집(Collection of description)으로, 이삼형

(1994)에서는 이를 수집, 부가, 공제, 인과, 이유, 비교/대조, 상세화, 문제/해결, 초담화로, 

서지연(1999)에서는 킨취(Kintsch, 1982)의 대상-대상 관계, 일반-특수 관계, 대상-부분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수집, 비교/대조, 인과, 문제/해결, 정의, 분류, 예시, 분석으로 구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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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한 경우였다. 이는 아래의 (가), (나)의 텍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

 (1)베트남은 농업 문명에 속해 왔던 동양 나라이기 때문에 설날이 베트남한테 특

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제사를 한다. 조상 신앙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집

마다 제사음식을 미리 준비해놓고 12월 19일날 밤부터 새해 음력 1월 3일까지 계속 제

사를 드린다. (2)밥이 주식이 베트남에서는 제사 음식도 대부분 쌀로 만드는 것이다.

그 외에 되지고기, 닭고기, 소고기로 만드는 원람쌈, 짜쩌, 반뎃 등도 베트남 사람들의

제사음식을 뽑을 수 있다. 음식을 제사 드린 다음에 가족끼로 나눠서 먹는다. (3)요즘

도시화라는 과정 때문에 시골을 떠나서 큰 도시에 가서 취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

다. 설날이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 되었다. 오랜만에 멀리서 집에 온 자식과 함께 하는

날이기도 한다. 그래서 따뜻한 분위기 안에 온 가족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

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설날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텍스트 17>

<한국어 텍스트 17>에서 필자17은 베트남의 설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설명문의 단락에서 필자는

(1) 농업 문명에 속한 베트남에서 설날이 가지는 의미, (2) 제사 음식을 만드는

재료와 제사 음식의 종류, (3)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이 함께 모이는 설날이라

는 세 가지 정보를 한 단락으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독자의 입장에서는 단
락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이 단락에서 필자가 베트남 설날의 풍습 중에서 제

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필자17이

여기에서 제사와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두서없이 한꺼번에 전달하고 있기 때

문에 결과적으로 단락은 정보의 의미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단락

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필자가 의미적 구성 방식을 활용하지 않고 한 단락 안에

관련성이 없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독자의 입장에서는 필자가 전

달하고자 한 정보가 무엇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필자가 설명문을 통

해 자신의 쓰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필자는 주제를 강

화할 수 있는 의미적 구성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1)띠빠왈리는 촛불의 명절이다. (2)그런데 촛불이라면 촛불을 쓰는 게 전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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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도 사람들이 버터를 끓이고 “키” “GHEE”란 유제품을 만든다. 이 GHEE는 순버

터라고 해도 되고 너무 비싸다. 옛날에 인도 사람들이 GHEE를 사용해서 불태웠다. 그

런데 현제는 GHEE는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겨자 기름이나 방유 혹은 언급했듯이 촛

불을 쓴다. (3)띠빠왈리 명절 뒤에도 전설이 있다. 힌두교 화신인 라마는 이 날에 소위

악마를 죽이고 제국으로 돌아왔다. 이 힌두교 화신은 북인도에서 왕이였다. 신라 시대

때 이도 왕비인 수러는 인도에서 “아여타”란 도시의 공주였다. 그리고 이 라마라는 화

신은 옛날에 아여타의 왕이였다. 그리고 소위 그 악마는 현제 스리랑카의 왕이였다. 그

런데 인도에서 이 스리랑카의 왕을 숭배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악마는 악마 속에 천

재였다. 또한 태국에서는 이 악마가 신이고 힌두교 화신은 악마가 되어버린 거였다.

<한국어 텍스트 19>

(나)는 필자 19가 인도의 명절인 띠빠왈리에 대해 소개하는 설명문의 두 번

째 단락이다. 앞에서 살펴본 <한국어 텍스트 17>과 마찬가지로 이 설명문에서

도 필자가 의미적 구성 방식을 활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보를 나열하고 있

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단락에서 필자19는 (1) 띠빠왈리가 촛불의 명절

이라는 사실, (2) 불을 태우기 위해 초 대신 사용한 재료, (3) 띠빠왈리의 전설

이라는 세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하고 있다. 필자19가 전달하고 있는 세

가지 정보는 각 정보 간에 상호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3)

의 띠빠왈리 전설의 경우 필자19가 이 정보를 확장하여 제시한 세부적인 정보

마저도 응집성 없는 문장으로 단순하게 나열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가 이것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필자19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나)의 경우 필자19가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 정보를 세 개

의 단락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설명문의 의미적 구성 방식을 제

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각각

의 정보의 의미는 상호관련성이 없는 것이어서 주제를 강화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설명문에서 상호관련성이 없는 정보를 파편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독자의 이해를 방해한다는 데 있다.

설명문의 의미적 구성 방식의 활용과 정보에 대한 독자의 이해 간의 관련성

은 메이어와 프리들(Meyer & Freedle, 1984)에서의 논의에서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비교(comparison), 문제/해결(problem/solution), 인

과(causation), 기술 수집(collection of descriptions) 유형의 의미적 구성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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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적 구성 방식 유형
의미적 구성 방식의 사용 빈도42)

한국어 텍스트 모국어 텍스트

비교(비교/대조) 4회 5회

문제/해결 8회 7회

인과 3회 6회

기술 수집 25회 21회

총 사용 횟수 40회 39회

<표 13> 학습자 설명문의 의미적 구성 방식 분석 결과

이 독자의 정보 회상(recall of information)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네 가지 구성 방식 가운데 기술 수집 유형 구성 방식의 회상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나머지 유형의 의미적 구

성 방식에 비해 기술 수집 유형의 구성 방식이 가장 덜 조직적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정보 간의 관계가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경우 독자가

이를 더욱 잘 기억하게 되므로, 효과적인 설명문을 생성하기 위해서 필자는 정

보 간의 상호관련성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구성하여야 한다.

학습자의 한국어 설명문과 모국어 설명문에서 사용한 의미적 구성 방식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가 생성한 대다수의 한국어 설명문이 기술 수집 유형의 구

성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실험에서 주

어진 과제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기술 수집 유형의 의미적 구성 방식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는 현상만을 가지고 문제 양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

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생성한 모국어 설명문에서 나타나는

의미적 구성 방식 유형과 비교해볼 때, 한국어 학습자는 특히 한국어 설명문에

서 기술 수집 유형의 구성 방식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로 설명문을 생성할 때 정보 간의 상호관련성을

높임으로써 주제를 강화할 수 있는 의미적 구성 방식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

하는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수집한 한국어 설명문과 모국어 설명문에서 나

타난 의미적 구성 방식 활용 양상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42) 수집한 한국어 설명문 32편, 모국어 설명문 21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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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하였듯이 설명문에서 기술 수집 유형의 의미적 구성 방식을 활용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달하는 각각의 정보 의미가 대

등하게 연결되는 경우 기술 수집의 구성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정보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관련성이 낮은 정보를 무작정 나

열하는 경우에는 이를 효과적인 의미적 구성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이어지는

(다)의 텍스트를 통해 이러한 문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

 춘절은 봄 ‘춘’자, 명절 ‘절’로 구성된 한자어다. 봄은 새해의 시작이고 춘절은 새

해의 시작을 축복하는 명절이라는 것을 뜻한다.

 중국의 춘절에 여러 가지의 중국 사람의 풍습이 있다. 우선 먹는 것을 소개해드

리자면 한국에서 설날 아침에 떡국 먹뜻이 중국에서는 ‘교자’를 먹는다. 교자는 즉 한

국 시장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만두’다. 중국의 교자는 다양한 종류와 맛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고기 교자’와 ‘야채 교자’다. 요즘에 중국의 교자의 종류가 많이 늘어나

고 개인 취향에 따라 ‘옥수수 교자도 있고’, ‘초코렛 교자’도 생겼다던데. 그리고 요리

방법에 따라서 ‘물교자’와 ‘찐교자’로 나눠져 있기도 한다.

 춘절은 중국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큰 명절이다. 중국 사람들이 보통 한달전부

터 명절동안 먹는 것을 준비한다. 우리는 그것들을 ‘년화’라고 부른다. 년화는 교자 외

에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 견과류, 사탕류, 식자료용 여러 종류의 고기, 야채 등등 마

치 한국사람 잔치를 차리듯이 굉장히 많이들 준비한다. 왜냐하면 중국의 춘절 기간은

음력 1월1일부터 1월 15일까지 거의 2주 가까이 지속된다.

수 또한 춘절동안 중국사람들이 ‘走亲访友’를 한다. 즉 친척들과 친구들의 집에 방문

해서 새해 문안한다는 풍습이 있다. 보통 춘절 시작 5일동안 친척들간 완래하고 그 뒤

로는 친구들, 동료들의 집 방문을 많이 한다. 집 방문을 갈 때 당연히 빈손으로 가면

안되고 ‘년화’를 많이 챙겨가는 것이 예의이다. 집에 어린 아이가 있을 때 아이한테 새

해 ‘세배돈’ 주는 것도 춘절의 풍습이다.

 중국에서 춘절이라는 게 음력 1월1일 하루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그 전날

12월 30일부터 1월 15일까지 한 보름동안 말하는 기간이다. 하지만 실제로 춘절의 분

위기는 춘절 시작 한 달 전부터 지속해온다. 가장 명절 분위기를 뛰는 날는 12월 30이

다. 그날 밤 8시부터 12까지 중국 CCTV에서 4시간 동안 ‘춘절 특별 방송 프로그램’을

한다. 방송에서 중국 가장 유명한 배우, 연예인, 가수, 개그맨, 마술사, 경극 배우들이

다 등장하고 춘절을 축복하기 위해 공연을 한다. 따라서 그 날 밤 중국 전국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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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거의 다 집에서 가족과 같이 이 방송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나

서 밤 12시 정각이 되면 새해가 시작하는 의미로 ‘종’을 친다. 또 12시에 가족 구성원,

친척들 같이 모여서 교자를 먹고 밤새도록 놀고 즐긴다.

<한국어 텍스트 6>

(다)는 필자6이 중국의 명절인 춘절에 대해 소개하는 설명문의 중간 부분(
-단락)이다. 각 단락에서 전달하는 정보의 의미를 바탕으로 이 설명문의 흐

름을 정리해보면 <한국어 텍스트 6>의 중간 부분은 [춘절의 뜻] → [춘절의

풍습 1: 교자를 먹는 풍습] → [춘절의 풍습 2: 년화의 준비] → [춘절의 풍습

3: 친척과 친구 방문] → [춘절의 풍습 4: 춘절 전 날의 풍습]의 순서로 구성되

어 있다. 이를 통해 (다)에서 필자6이 전형적인 기술 수집의 의미적 구성 방식

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설명문의 중간 부분을

구성하는 각 단락이 춘절의 풍습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 정보 간의 관련성은 약하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단락의 정보와

나머지 단락 정보 간의 관계에서 잘 나타난다. 필자6은 춘절의 풍습으로 (다)

의 단락에서는 교자를 먹는 풍습, 단락에서는 년화를 준비하는 풍습, 수단
락에서는 친척과 친구를 방문하는 풍습에 대해 제시하다가 단락에 이르러서

갑자기 시간에 따른 춘절의 풍습에 대해 언급하며 춘절 전날의 여러 가지 풍

습을 설명한다. 이는 이전 단락에서 춘절의 시간 흐름과 무관하게 개별적인 풍

습을 하나씩 나열한 것과 구분되는 양상이다. 이와 같이 기술 수집의 의미적

구성 방식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정보가 의미적으로 상호관련성이 약

한 경우 이는 형식적인 나열에 불과하므로 효과적인 의미적 구성 방식으로 보

기 어렵다. 독자의 입장에서도 이처럼 각각의 정보가 뚜렷한 연관성이 없는 채

로 단순히 나열된 텍스트를 접하는 경우 필자가 전달하고자 한 정보를 정확하

게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필자가 기술 수집의 의미적 구성 방식을 활용하

는 경우에도 설명문의 주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명문에서 정보를 제

시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춘절의 풍습을 소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와 같이 주제를 강화하는

의미적 구성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필자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설명문

을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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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식 여부

존대 여부
격식체 비격식체

존대 합쇼체, 하오체 해요체

비존대 하게체, 해라체 해체

<표 14> 상대 높임법 종결어미의 구분(남기심․고영근, 1993:334)

2.3. 정보의 표현 측면

2.3.1. 상황 맥락에 맞지 않는 비격식적 구어체 및 경어법 사용

가. 비격식체 종결어미 사용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한국어 설명문은 격식적인 문어 텍스트이다. 그러므

로 한국어 학습자는 설명문을 생성할 때 격식적인 문어 텍스트의 특성을 고려

하여 이에 맞는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한국어에서는 정확한 종결어미

를 사용하여 상황 맥락에 맞는 격식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남기심․고영

근(1993)에서는 상대 높임법의 종결어미를 격식 여부와 존대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설명문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가 비격식체 종결어미를 사용

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격식적인 설명문의 상황

맥락에 맞지 않는 표현 방식이다. 아래의 예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 양상을 살

펴보기로 한다.

(가)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친구들에게 중국 명절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여

러분도 많이 궁금하시죠? 중국에 어떤 명절이 있는지, 중국 사람들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중국에도 명절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은 음력 1월 1일인 ‘춘

절’, 설날이에요. 오늘은 제가 설날 때의 음식과 놀이를 통해서 여러분께 중국인들의

대표적인 명절을 소개할게요.

<한국어 텍스트 7>

(가)의 <한국어 텍스트 7>을 생성한 필자7은 설명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비

격식체의 존대형 종결어미인 해요체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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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문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필자7이 텍스트를 읽는 독자와

의 거리를 지나치게 가깝게 설정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문제이다. 이 설명문은

필자가 독자와 직접 마주한 상태에서 중국의 명절에 대해 말(구어)로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어 텍스트가 아니라 구어 담화와 유

사해졌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설명문은 공적인 문어 텍스트이기 때문에

설명문에서 비격식체 종결어미를 사용하는 것은 상황 맥락에 적절한 언어 표

현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격식체 종결어미를 사용하는 것이 정보의 의미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보 전달의 효과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한국어 담화공동체의 구성원인

독자의 입장에서는 격식에 맞지 않는 언어 표현을 사용한 설명문을 어색한 설

명문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와 같은 설명문에 대한 전체적인 인상이 결과적

으로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필자는 한국어 설명문 쓰기의 격식을 고려하여 상황 맥락에 적절한 종결어

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사용해 설명문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필자가 한국어 설명문에서 격식체 종결어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설명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까

지 포함한다. 강남욱․이슬비(2008)에서 한국인 교사가 학습자의 문어 텍스트

에서 종결어미의 문체가 통일되지 않는 것을 중요한 문제 양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한국어 담화공동체의 구성원을

독자로 하여 설명문을 생성할 때 상황 맥락에 적절한 종결어미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학습자의 설명문에서 종결어미의 문

체가 통일되지 않는 문제 양상이 다수 드러났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설명문에

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나)

 그 다음 날에 가족들이 친척 집에 방문하고 서로 새해 선물을 주고 받고 새해

축복을 나눈다. 보통 중국에서 춘절 일주일동안 쉬는 것다. 중국사람들이 일주일동안에

집에서 전통 음식 만들고먹고 친구들과 만나고 즐거게 보낸다. 요즘에 춘절 방학 동안

국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

 중국의 전통문화를 맛보고 싶으시면 춘절 때 중국에 한 번 가보세요!

<한국어 텍스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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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 쏭크란 축제가 시작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밖으로 나와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데 하루 종일 즐겁게 지낸다. 이 시기 태국을 찾은 관광객들은 각 지역의 특색

별로 쏭크란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매년마다 활발하게 개최되는 쏭클란 추제는

전세계에서 수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면 태국을 방

문하여 쏭크란 축제를 경험해보세요.

<한국어 텍스트 3>

(나)와 (다)의 설명문에는 공통적으로 필자가 독자에게 해당 지역을 방문하

여 현지의 명절을 직접 경험해볼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그러나 두

명의 필자 모두 설명문의 앞부분에서 사용하던 격식체 종결어미를 그대로 사

용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비격식체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이를 제안하고 있다.

최은지(2009b)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양상을 ‘거리 유지’로 설명한 바 있다.43)

다시 말해 필자는 설명문 앞부분에서는 독자와의 거리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다

가 설명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이 거리를 임의적으로 지나치게 가깝게

조정하는 문제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필자와 독자가 분리되어 있는

쓰기 행위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즉 필자는 독자와 직접 마주한 상태에서 텍

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쓰기의 목적이나 쓰기를 둘러싼 상황을 바탕으

로 자신의 텍스트를 읽을 독자에 대해 예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독자에 대한

거리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설명문을 생성할

때 필자가 특정한 정보를 다른 정보와 차별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

로 독자와의 거리를 조정할 수는 있으나, 타당한 이유 없이 독자와의 거리를

필요 이상으로 변화시키면 이는 적절하지 못한 설명문이 된다. 이처럼 필자가

한국어 설명문에서 종결어미의 문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한

국어 담화공동체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문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구어체 종결어미 사용

한편 한국어 설명문은 문어 텍스트이므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필자는 문어에

43) ‘거리 유지’는 필자가 활용 가능한 자료를 통해 자신의 글을 읽을 독자를 예상하기는 하

지만, 독자와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독자를 표면적으로 내세우지 않는 현상과 관계있다

(최은지, 2009b: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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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수집한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필자

가 구어에서 사용하는 문체를 사용하여 설명문을 생성하는 문제 양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표현은 문어에 적합한 것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아래의

예를 통해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라)

 중국의 춘절에 여러 가지의 중국 사람의 풍습이 있다. 우선 먹는 것을 소개해드

리자면 한국에서 설날 아침에 떡국 먹뜻이 중국에서는 ‘교자’를 먹는다. 교자는 즉 한

국 시장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만두’다. 중국의 교자는 다양한 종류와 맛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고기 교자’와 ‘야채 교자’다. 요즘에 중국의 교자의 종류가 많이 늘어나

고 개인 취향에 따라 ‘옥수수 교자도 있고’, ‘초코렛 교자’도 생겼다던데. 그리고 요리

방법에 따라서 ‘물교자’와 ‘찐교자’로 나눠져 있기도 한다.

<한국어 텍스트 6>

(마)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친구들에게 중국 명절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여

러분도 많이 궁금하시죠? 중국에 어떤 명절이 있는지, 중국 사람들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지. 중국에도 명절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은 음력 1월 1일인 ‘춘

절’, 설날이에요. 오늘은 제가 설날 때의 음식과 놀이를 통해서 여러분께 중국인들의

대표적인 명절을 소개할게요.

<한국어 텍스트 7>

(라)의 <한국어 텍스트 6>에서 ‘요즘에 중국의 교자의 종류가 많이 늘어나

고 개인 취향에 따라 ‘옥수수 교자도 있고’, ‘초코렛 교자’도 생겼다던데.’와 같

이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문장을 끝까지 완결시키지 않고44) ‘-(으)ㄴ데’라는 연

결어미를 사용해 문장의 연결 도중에 이를 끝마친 문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마)의 <한국어 텍스트 7>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에 어떤 명절이 있는지,

중국 사람들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지.’에서 연결어미 ‘-(으)ㄴ지’를 사용해 문

장을 끝맺는 문제가 드러난다. 유현경(2003)에서는 이를 ‘연결어미의 종결어미

적 쓰임’이라고 보고 구체적으로는 연결어미가 주로 ‘입말체’에서 종결어미적

44) 한국어 글말에서는 일간 신문의 일부 기사문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완성 

문장이 사용되는 경우는 없으며 완성 문장만이 사용된다(노대규, 199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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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으로 쓰이는 것(유현경, 2003:123)이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

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은 문어가 아닌 구

어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그러므로 문어 텍스트에서 종결어미를 사용해 문장

을 마무리 짓지 않고 연결어미만으로 끝맺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설명문의 상황 맥락 상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된다.

다. 필자와 독자의 관계를 잘못 설정한 경어법 사용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 맥락을 설정하여 설명문을 생성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필자는 한국어 설명문을 생성할 때 한정된 특정 개인으로서의 독자가 아니

라 다수의 일반적인 독자를 예상 독자로 상정하고 글을 쓴다. 그러므로 필자가

한국어 설명문 쓰기라는 상황 맥락에 적절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

해서는 예상 독자와의 관계를 정확히 표현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일반적인 한국어 설명문에서 필자와 독자는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혀있거나 사회적으로 상하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자는 일반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한 상태에서 설명문을

작성하게 된다.

김정자(2001)에서는 이를 필자와 독자의 역학적 관계 정도에 따라 구분한 바

있다.45) 이 논의에 의하면 예상 독자에 대한 필자의 태도는 필자와 독자의 역

학적 관계에 따라 우월한 태도에서 공손한 태도까지의 스펙트럼상의 어느 한

지점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를 본 연구의 한국어 설명문에 적용하면 본 연구의

한국어 설명문에서 필자의 독자에 대한 태도는 해당 스펙트럼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중립적 태도가 된다. 따라서 필자는 설명문을 생성할 때 예상 독자와

의 중립적인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문체를 사용해야 한다. 텍스트의 예상 독

자는 정보의 수신인으로서 필자가 효과적인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므로 필자와 독자의 관계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은 중요

하다. 그러나 수집한 한국어 설명문을 분석한 결과 필자는 예상 독자와 중립적

45) 김정자(2001)의 논의에 따르면 독자에 대한 필자의 태도는 1) 필자의 대표성 정도에 따

라 ‘개인적 태도-비개인적 태도’, 2) 필자와 독자의 친숙성 정도에 따라 ‘친근한 태도-소

원한 태도’, 3) 필자와 독자의 역학적 관계 정도에 따라 ‘우월한 태도-공손한 태도’, 4) 필

자와 독자의 관계의 공식성 정도에 따라 ‘형식적(공식적) 태도-비형식적(비공식적) 태도’

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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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맥락에 맞지 않는 문체를 사용하는

문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필자가 독자에게 정보

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어법46)을 사용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바)

 외국에 와서 유학하고 있는 나한테는 대부분 스트레스를 학교 생활에서부터 생

긴 것이다. 아시다시피 다른 언어로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서 항상 성적 걱

정을 하곤 한다. 특히 기말 리포트 제출하는 기간에는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쌓인 것

같다. 그 때 리포트를 쓰느라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오직 리포트를 어떻게 써야 잘 되

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피곤해보이고 또는 다른 사람한테 쉽

게 화를 낸다. 사실은 화를 낸 것이 아닌데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 할 수 없었던 것이

다. 특히 리포트가 잘 안 되었을 때 가끔 자신이 능력이 없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

때는 꼭 쉬어야 한 것이었고 나한테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었다.

<한국어 텍스트 32>

(바)는 필자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음악듣기에 대해 소개하는 설명문

의 일부분이다. 예로 든 단락의 두 번째 문장에서 필자는 ‘아시다시피’라는 단

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단어는 필자가 자신의 텍스트를 읽는 예상 독자를 인

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한편 필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문제는 이때 필자가 ‘-시-’라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를 사용함으로써 해

당 설명문의 상황 맥락에 적절하지 않은 경어법을 사용한 점이다.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이 설명문을 생성하는 필자와 이를 읽는 독자는 중립적인 관계

에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경어법을 사용하는 것은 필자가 예상 독자와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사)

 중국의 춘절에 여러 가지의 중국 사람의 풍습이 있다. 우선 먹는 것을 소개해드

리자면 한국에서 설날 아침에 떡국 먹뜻이 중국에서는 ‘교자’를 먹는다. 교자는 즉 한

국 시장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만두’다. 중국의 교자는 다양한 종류와 맛이 있는데

46) 경어법이라는 용어는 높임법, 공대법 등의 용어와 혼용된다. 여기에서는 구본관(2008)에

서의 표현을 따라 경어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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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은 ‘고기 교자’와 ‘야채 교자’다. 요즘에 중국의 교자의 종류가 많이 늘어나

고 개인 취향에 따라 ‘옥수수 교자도 있고’, ‘초코렛 교자’도 생겼다던데. 그리고 요리

방법에 따라서 ‘물교자’와 ‘찐교자’로 나눠져 있기도 한다.

<한국어 텍스트 6>

(아)

 첫 번째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은 바로 수다를 떠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쌍일

때 친구 몇 명을 불러서 분위기가 좋은 카페에서 향기스러운 커피를 시켜놓고 두세 시

간동안 수다를 떨면 마음속에 고민되는 것을 많이 풀게 된다는 것을 느껴진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가능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것이 좋다. 왜

냐하면 말이 씨앗이 되고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된다는 말이 있다. 많은 연

구 결과를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일을 더 긍정적으로 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고민거리를 다 떨어 놓고 나서 더 밝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권해 드리고 싶다.

<한국어 텍스트 24>

(사)와 (아)의 설명문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사)는 중국의

새해 명절인 춘절을 소개하는 설명문이고, (아)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설명문이다. (사)의 단락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소개해드리자면’과

(아)의 단락 마지막 문장에 있는 ‘권해 드리고 싶다’에서 각각의 설명문을 생
성한 필자는 ‘드리다’라는 단어를 통해 경어법을 사용함으로써 예상 독자와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필자가 예상 독자를 제한적

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이들 설명문은 한정된 일부 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작성하는 설명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수의 예상 독자를 대상으로 자기 나

라의 명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문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독자와의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를 정확히 드

러낼 수 있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사)와 (아)의 필자가 독자와의 적절

한 관계를 설정한 상태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사)의 경

우 ‘소개하자면’으로, (아)의 경우 ‘권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의 설명문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 학습자는 격식적

인 문어 텍스트라는 한국어 설명문의 상황 맥락과 필자와 예상 독자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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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나타내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한국어 설명문은 한국어 담화공동체의 독자에게 적절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

다는 점을 생각할 때, 학습자는 이와 같은 설명문의 상황 맥락을 정확히 이해

하고 이에 부합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3.2. 설명문의 객관성을 약화시키는 표현 사용

필자는 설명문에서 정보를 표현할 때 설명문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를 잘 나

타낼 수 있어야 한다. 설명문의 특징은 설명문이 수행하는 기능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앞서 설명문의 개념에서 살펴본 것처럼 설명문은 필자가 독자

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이를 이해시키는 목적을 가진 텍스트로서 이때 설명문

이 수행하는 기능은 제보 기능이 된다. 이러한 설명문의 제보 기능을 고려할

때 설명문의 주요한 특징은 객관성이 된다. 다시 말해 설명문을 통해 필자는

독자에게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이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가)

일단 주관적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써야 되죠. 사람들이 읽는데 이

유가 있어야 돼요. 읽었는데 그냥 명절이라고 하지 말고, 그 명절에 너무 중요한 부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에지(edge)를 말해야 하는 거고, 사람들

이 읽으면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부분들은 글 안에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터키인 한국어 학습자와의 인터뷰 자료>

(가)의 인터뷰 자료는 ‘설명문을 생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어 학습자가 대답한 것이다. 여기에서 학

습자가 설명문의 특징으로 객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는 설명문을 생성할 때 이러한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언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실제 설명문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가 잘못된 언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설명문의 객관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크게 객관

적 사실에 대해 추측 표현을 사용하는 양상, 필자를 불필요하게 드러내는

어휘를 사용하는 양상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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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적절한 추측 표현 사용

설명문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진술 방식 상 화자의 의지보다 객관

적인 사실을 중시한다(서지연, 1999:34). 따라서 설명문을 생성하는 필자는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객관적인 문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하여 서지연(1999)에서는 설명문의 제보 기능 문장 유형을 크게 지배 유형

과 보조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배 유형으로는 확언, 객관성, 현재 사실, 인

과, 사태를, 보조 유형으로는 약한 추측과 강한 추측을 제시하였다. 이 논

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문의 기능은 객관적인 정보의 전달이

므로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표현하기 위한 추측은 설명문에서 보조적인 유

형이 된다. 그런데 실제 한국어 설명문을 분석한 결과 필자는 객관적인 사

실 정보를 전달하는 데 추측 표현을 사용하는 문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나)

 우리 나라 베트남에서는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날 즉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날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길고 큰 명절이 설날이다. 중국과 한국과 마찬가

지로 베트남에서는 음력이 사용되므로 구정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설이 되면 국가에게 일주일부터 2주일까지의 휴일이 정해진다.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이

10일정도 쉴 수 있고 학생들이 2주일정도 쉴 수 있다. 보통 음력 12월 22일부터는 휴

일 시작하는 날이다.

<한국어 텍스트 17>

(다)

 중국의 춘절에 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봤는데 사실 춘절에 관한 더 많고 많은 중국

사람들의 풍습과 예절이 있는데 다 얘기하면 춘절2, 춘절3… 시리즈가 계속 나올 것 같다.

<한국어 텍스트 6>

(나)와 (다)의 한국어 설명문에는 공통적으로 필자가 객관적인 사실 정보

를 전달하는 데 추측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 양상이 드러난다. 먼저

(나)의 경우 필자17은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 구정이라는 사실 정

보를 전달하면서 ‘-ㄴ 것 같다’는 추측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필자17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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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음력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음력으로 새해

첫 날인 구정은 가장 큰 명절이다. (나)에서 구정이 가장 중요한 명절이라

는 것은 개인이 주관적인 인식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일

반적인 사실 정보이기 때문에 (나)에서처럼 필자가 추측 표현을 사용해서

전달하는 경우 정보의 객관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의 텍스트 역시 마찬가지다. (다)는 필자6이 중국 춘절의 여러 가지

풍습을 소개한 후 이를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필자6이 전달하

고자 했던 정보는 춘절 2, 춘절 3 등의 시리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유

무가 아니라 이를 시리즈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춘절과 관련된 풍습과 예절

이 많다는 사실 정보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 정보를 전달하

기 위해서는 ‘-ㄹ 것 같다’는 추측 표현 대신 서지연(1999)에서 논의한 지

배 유형의 문장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사실 정보를 전달하면

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는 추측 표현을 사용하면 독자의 입장에서는 필자

가 전달한 정보가 사실 정보인지 필자 개인의 의견인지 혼동을 겪게 되고,

이는 필자가 독자에게 해당 정보를 명확히 이해시키는 데 일종의 제약

(constraint)으로 작용한다.

나. 필자를 불필요하게 드러내는 어휘 사용

한편 설명문에서 필자를 불필요하게 드러내는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설명문의 객관성은 약화된다.47) 이와 관련된 문제는 아래의 텍스트 (라)와

(마)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라)

 새해 파티가 6일까지 진행되고 6일 새벽부터 크리스마스 파티가 시작된다. 크리

스마스 때 사람들이 물고기와 빵을 먹고 와인을 마신다. 이 음식이 특별한 의미를 가

진다. 와인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빵은 몸을 상징한다. 따라서 물고기가 세계적으

로 기독교를 상징하는 중요한 음식이다. 이렇게 아르메니아에서 재미있게 명절을 보내

는 편이다. 제가 2년 동안 한국에서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지냈는데 그때마다 외롭고

47) 필자가 텍스트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현상과 관련하여 최은지(2009b)에서는 필자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서 ‘드러나지 않는 필자’와 ‘드러나지 않는 독자’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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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해졌다. 이유는 외국에서 있고 저를 사랑하는 가족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이 옆에 없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새해가 가까질수록 왠지 마음이 외로워진다.

<한국어 텍스트 2>

(마)

 제가 한국에 유학을 가서 쌀국수가 이렇게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음식인줄 몰랐

다. 저는 다니고 있는 서울대학교에 쌀국수 가게 하나 있는데 언제나 가게앞에서 줄을

서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것은 깜짝 놀랐다. 한국에서 베트남 쌀국수의 맛이 어떻게 되

는 지 궁금해서 한두번이나 그가게에 들어가서 먹었다. 실은 맛이 베트남 쌀국수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맛있다. 한국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요리해서 그런 것같다. 쌀국수는

두가지 종류가 유행하다. 소고기 쌀국수는 소고기와 함께 만들어지는 쌀국수이다. 닭

고기 쌀국수는 닭고기와 함께 만들어지는 쌀국수이다.

<한국어 텍스트 28>

(라)는 한국어 학습자가 아르메니아의 명절을 소개하는 설명문의 일부인

데 여기에서 필자는 크리스마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마)는 베트남

의 유명한 음식인 쌀국수를 소개하는 설명문의 일부로, 이 단락에서 필자

는 쌀국수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라)와

(마)에서 밑줄로 표시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명의 필자는 공통

적으로 자신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어휘(‘제’, ‘저’)와 필자의 감정을 그대

로 드러내는 어휘(‘외롭고 우울해졌다’, ‘외로워진다’, ‘깜짝 놀랐다’)를 사용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라)와 (마)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토로하는 유형의 텍스트에 가까워졌다.

앞에서 필자가 설명문에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낼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객관적인 사실 정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점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런데 (라)와 (마)의 텍스트에 드러나

있는 필자의 개인적인 감정은 사실 정보, 즉 (라)의 크리스마스와 (마)의

쌀국수 종류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오히

려 이들 텍스트에서는 필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텍스트의 주요

한 목적이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설명문의 객관성을 현저

히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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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필자가 설명문에서 자신을 불필요하게 드러내는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설명문의 초점이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 정보가 아니라 필자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설명문의 장르 특성 가운데 하나

인 객관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진다.

3.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양상의 교육적 시사점

이상과 같이 학습자의 한국어 설명문과 모국어 설명문, 그리고 생성한

설명문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통해 실제 한국어 설명문에 드러난 문제와

그러한 문제를 야기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앞서 43쪽에서 제시한 학습자의

텍스트 및 인터뷰 자료 분석 틀과 실제 분석 결과를 다음의 그림과 같이

종합할 수 있다.

필자의

쓰기

목적

정보

구현

방식

한국어 설명문에

요구되는 장르 특성

➜

➜

➜

실제 텍스트에 드러난

문제 양상

정보의

전달

정보의

선정

정보 유형

(사실 정보와 필자의 판단)

사실 정보와 그에 대한

필자의 판단 누락

독자를 고려한 정보 확장 불충분한 정보 확장

정보의

구성

삼단 구성의 형식적 구성
불완전한

형식적 구성 방식 사용

정보 간 관련성을

강화하는 의미적 구성

주제를 약화시키는

의미적 구성 방식 사용

정보의

표현

격식적인 문어 텍스트에

적합한 문체

비격식·구어체 종결어미, 상황

맥락에 맞지 않는 경어법 사용

객관성을 제고하는 문체
부적절한 추측 표현, 필자를

불필요하게 드러내는 어휘 사용

 
쓰기 일반적 특성 관련 원인 설명문의 장르 특성 관련 원인

문제 양상의 원인

<그림 2> 한국어 설명문에 드러난 문제 양상 및 원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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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학습자의 설명문과 사후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의 조

사 대상인 한국어 학습자는 고급 수준의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설

명문의 장르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효과적인

설명문을 생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의 효과

적인 한국어 설명문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습자가 설명문의 장

르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함

을 의미한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문제 양상과 그 원인을 바탕으로 한

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을 잘 반영하여 정보를 효과적으

로 구현할 수 있는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르 중심 한

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의 방법을 구안하기로 한다.48)

48) <그림 2>에서 학습자가 효과적인 한국어 설명문을 생성하지 못하는 원인을 쓰기 일반적

인 원인(쓰기 과정 상의 계획과 점검 부족)과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측면의 원인(정보의 

선정, 구성, 표현)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원인은 장르 

특성에 관한 학습자의 이해 부족이라고 보았다. 이는 본 연구가 일반적인 쓰기 문제를 살

펴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설명문이라는 하나의 텍스트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문’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는 문제를 분석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쓰기 일반적인 원인 

역시 설명문 쓰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설명문 쓰기 교육에서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

다. 따라서 4장에서는 설명문의 장르 특성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되 쓰기 일반적인 원인까

지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쓰기 활동을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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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

앞의 3장에서는 학습자의 설명문과 이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여 학습

자가 설명문의 장르 특성을 반영하여 정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양상과 원인을 정보의 선정․구성․표현의 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어

학습자는 전달하고자 한 정보를 텍스트에 누락시키거나 충분히 확장하지 않았

고, 한국어 설명문의 형식적 구성과 의미적 구성 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한국어 설명문의 특징과 상황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3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설명문

의 장르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한국어 설명문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쓰기 교육 방법을 구안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가 필자로서 한국

어 담화공동체의 구성원인 독자에게 용인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문을 생성함으

로써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

적이 된다. 이하에서는 먼저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의 목표를 설

정하고, 교육의 목표를 고려하여 대표적인 장르 중심 쓰기 교육 모형인 호주

MEDSP(Metropolitan East Disadvantaged School Program)의 모형과 피즈

(Feez, 1998)의 모형을 재구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 방법을 구안하기로 한다.

1.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의 지향점

1.1.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의 목표

본격적인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 방법을 구안하기에 앞서 이루

어져야 할 작업은 쓰기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교육 목표는 한국어

학습자가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상태를 기술한 것으로 전체적인 교육 활동을 위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한국어 설명문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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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어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기존의 목표를 그대

로 답습하여서는 곤란하겠으나, 이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지점을 가늠하고 목표상의 개선점을 밝혀

내어, 학습자가 이 지점에 보다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이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

어 교재를 분석한 결과 한국어 설명문 쓰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찾기 어려웠으며,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는 아직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확립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한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의 직접적인 목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공인된 한국어능력시험(TOPIK)상의 작문 분

야 평가 기준과, 언어 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의 작문과 보

고서 쓰기에 대한 예시 척도, 마지막으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교육과정의 정보 전달을 위한 작문과 관련된 내용 성취 기준 항목을 살펴보기

로 한다.49)

먼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작문 문항 평가 범주는 2장의 <표 5>에서

확인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작문 문항 평가 범주는 ① 내용 및 과

제 수행, ② 글의 전개 구조, ③ 언어 사용(어휘, 문법, 맞춤법), ④ 사회언어학

적 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역시 설명문에 맞추어 구체화된 평가 기준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 설명문 쓰기 교육의 목표 설정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한편 <표 15>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2001)에서 제시한 언어 학

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 중에서 작문과 보고서 쓰기에 관한

예시 척도이다. 이 논의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쓰기 예시 척도 가운데 작문과

보고서 쓰기가 본 연구의 설명문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49) 앞에서 언급하였다시피 쓰기 교육의 목표는 한국어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수행 기준이

다. 기존의 쓰기 평가 기준은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구성하는 구인(construct)을 학습자의 

수행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쓰기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다고 판단하여 이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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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문과 보고서 쓰기에 대한 예시 척도

C2

분명하고 막힘없이 복합적인 보고서나 기사문을 작성하고 작문할 수

있다. 이때 논거를 펼칠 수 있으며 어떤 제안이나 문학작품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C1

복합적인 주제에 대해 분명하고 잘 짜인 상세한 보고서를 쓰고 주요점

을 강조할 수 있다. 관점을 자세하게 밝히고 하위항목, 적절한 예나 근거

로 뒷받침할 수 있다.

B2

논점을 체계적으로 상론하는 보고서나 작문을 쓸 수 있으며 이때 주안

점을 적절하게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세부사항을 쓸 수 있다. 다양

한 생각이나 문제 해결책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논증을 펴고 어떤 특정한 관점에 대한 찬반의 이유를 댈 수 있으며 여

러 대안들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보고서나 작문을 쓸 수 있다. 여러 출처

에서 얻은 정보와 논거를 종합할 수 있다.

B1

일반적인 관심분야의 주제에 대해 짧고 간단한 작문을 할 수 있다. 자

신의 분야에 관한 익숙하고 일상적인 일이나 좀 덜 일상적인 내용에 관

한 많은 양의 사실 정보를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보고하거나 요약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형식으로 아주 간단한 보고를 쓸 수 있다.

이때 일상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행위의 이유를 밝힐 수 있다.

A2 해당 능력기술문항이 없음

A1 해당 능력기술문항이 없음

<표 15> 언어 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2001)

이 논의는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행 기준 정도를 달리

하여 작성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 기준에서 고급 수준의 학습자의 수행과

관련한 기준은 C1과 C2에 제시되어 있다. ‘분명하고 막힘없이’, ‘주제에 대해

분명하고 잘 짜인’, ‘관점을 자세하게’, ‘하위항목, 적절한 예’ 등의 표현에서 설

명문 쓰기 교육의 목표 설정에 참고할만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기준 역시 엄밀히 말하면 설명문 쓰기에 관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 학습자

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수행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피상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표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 88 -

한편 <표 16>의 2009년 개정 교육과정50)에 따른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

하고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한 작문 내용 성취 기준은 본 연구에서의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의 목표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여기에서 제시하

고 있는 성취 기준에는 학습자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

해 고려해야 할 쓰기 맥락(글의 주제, 목적, 독자, 매체)과, 텍스트에서 전달해

야 하는 내용(핵심적인 정보 선별) 및 그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맥락에 맞는

조직, 효과적으로 조직)에 대한 항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

다 .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작문 맥락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을 쓸 때 정보의 선별 능력과 맥락에 맞는 조직 능력이

필요하다. 정보 전달이 목적이므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독자가 알기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이들 정보 중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글의 주제나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6>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Ⅱ 작문 영역의 내용 성취 기준

지금까지 살펴본 몇 가지 쓰기 평가 및 성취 기준을 참고하고, 3장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 목표

를 설정할 수 있다.

50) 국어과 교육과정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이 아니라 한국인 모어 학습자를 위한 

국어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이를 참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 한국어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한

국어 학습자가 생성해야 하는 설명문은 한국어 담화공동체에서 적절한 것으로 용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참

고하여 한국어 학습자가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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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목표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한국

어 설명문을 생성할 수 있다.

세부 목표

① 한국어 설명문에서 주제를 강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를 선정하고, 해당 정보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확장할 수 있다.

② 한국어 설명문에서 사용하는 형식적 구성 방식을 활용

해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고, 정보 간의 의미를 강화하

는 의미적 구성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한국어 설명문의 상황 맥락과 특징에 적합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표 17>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 목표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 모형으로서 우선 호주 MEDSP(Metropolitan East Disadvantaged

School Program)의 3단계 교육 과정 모형과 피즈(Feez, 1998)의 장르 중심 쓰

기 교수법을 살펴보고, 이를 본 연구의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 목

표에 적용하여 재구성하기로 한다. 이어서 재구성한 모형을 바탕으로 장르 중

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다.

1.2.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의 방향

여러 연구에서 효과적인 장르 중심 쓰기 교육을 위한 교수법에 대해 논의해

왔다. 이들 중에서 대표적인 장르 중심 쓰기 교육 모형이라 할 수 있는 호주

MEDSP(Metropolitan East Disadvantaged School Program)에 의해 개발된 3

단계 교육 과정 모형51)과 피즈(Feez, 1998)의 장르 중심 교수법을 살펴보고 이

를 본 연구의 한국어 설명문 쓰기 목표에 비추어 재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MEDSP의 3단계 교육 과정 모형에서 장르 중심 쓰기 교육은 모형화

(modelling) → 텍스트에 대한 공동 협의(joint negotiation of text) → 개별적

인 텍스트 구성(independent construction of text)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단

51) 이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다운(2009:38)에서 제시한 그림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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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화

(modelling)

•맥락(장르의 사회적 기능) 파악

•텍스트에 나타난 장르 특성 파악

텍스트에 대한 공동 협의

(joint negotiation of text)

•동일 장르에 속하는 다른 글을 쓰기 위한 준비

•동일 장르에 속하는 다른 글에 대한 공동 구성

개별적인 텍스트 구성

(independent

construction of text)

•개별적인 텍스트 구성 준비

•개별적인 텍스트 쓰기

•교사와 동료 학습자와의 협의/상의

•수정하기 및 고쳐 쓰기

•장르와 그 기회에 대한 창조적 개발

<표 18> MEDSP의 3단계 교육 과정 모형의 세부 내용

<그림 3> 피즈(Feez, 1998)의 교수․학습 주기

계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교육 방법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8>을 통해 이 모형이 장르 특성에 대한 ‘이해’ → 협의를 통한 ‘구성’

→ 실제 텍스트 ‘생성’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비계(scaffolding)를 점차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습자 스스로 텍스

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즈(Feez, 1998)가 제시한 장르 중심 교수 학습 주기(cycle)는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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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즈(Feez, 1998)의 교수․학습 주기의 다섯 가지 단계 중에서 가운데 세 개

의 단계는 MEDSP의 교육 과정 모형과 거의 동일한데, 다만 모형화 이전 단

계로 맥락 개발 단계가, 개별적인 텍스트 구성 이후의 단계로 관련 텍스트 간

의 연결 단계가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맥락 개발 단계

는 장르의 목적이나 해당 장르가 주로 사용되는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이고, 관

련 텍스트 간의 연결 단계는 목적, 독자, 문화에 따라 장르 특성이 어떻게 변

화하는지, 또한 같은 상황에서 사용되는 다른 장르가 목표 장르와 어떻게 연결

되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이를 고려할 때 피즈(Feez, 1998)의 모형은

MEDSP의 3단계 모형에 비해 장르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확장, 심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 교육의 상황에 이러한 장르 중심 교육 모형을 그대로 옮겨온다

고 해서 곧바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수업에 따

라 학습자가 경험하는 문제 상황이 다르고 이에 따라 교육의 목표가 달라지므

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장르 중심 쓰기 교육에서는 장르 중심 교육 모형을

전체적인 교육의 틀로 삼되, 학습자가 보이는 실제적인 문제 양상에 기반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장르 중심 쓰기 교육의 전체적인 모형을 재구

성하고, 이렇게 재구성한 교육 모형과 본 연구의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

기 교육의 관계를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52)

52) 이는 앞서 살펴본 두 모형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피즈(Feez, 1998)의 모형에서 

맥락 개발 단계는 모범 설명문 읽기를 통해 장르 특성을 이해하는 단계와 중복되는 측

면이 있다고 보아 ‘한국어 설명문 장르 특성 이해’ 단계에 포함시켰다. 또한 관련 텍스트 

간의 연결 단계의 경우 본 연구의 목적과 초점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제외시켰다. 본 연

구의 목적은 한국어 학습자가 생성한 소개문에 나타나는 문제 양상을 바탕으로 학습자

에게 한국어 설명문의 일반적인 장르 특성을 교육하려는 것이지, 설명문의 하위 문종의 

특징을 각각 밝혀 이를 교육하거나 설명문과 여타의 상이한 장르를 비교하려는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대신 학습자가 한국어 설명문의 일반적인 장르 특성에 대한 이해를 보다 

공고히 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 평가를 활용하여 자신이 생성한 ‘설명문 효과 

확인하기’ 단계를 추가하였다. 한편 협의를 통한 텍스트 구성과 개별적인 텍스트 구성은 

모두 텍스트 쓰기의 일부라는 점에서 ‘실제 설명문 쓰기’ 단계로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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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장르 중심 쓰기 교육 모형의 재구성

첫 번째 단계인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 이해하기’ 단계는 교사가 학습

자와 함께 모범이 되는 한국어 설명문을 읽음으로써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어 설명문의 목적, 독자, 장르 특성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 전반을 이해하고, 이해한 내

용을 바탕으로 실제 한국어 설명문 쓰기를 준비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인 ‘실제 설명문 쓰기’ 단계는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에 맞게 실

제로 한국어 설명문을 쓰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3장에서 살펴본

대로 정보를 선정․구성․표현한다. 앞에서 논의한대로 학습자는 정보 구현의

과정에서 설명문의 장르 특성을 반영하게 되므로, ‘실제 설명문 쓰기’ 단계는

본 연구의 초점인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적인 단계가 된다. 따라서 이 단계의 교육 방안은 3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설명문의 효과 확인하기’ 단계이다. 학습자가 한국어 설명문

을 생성하는 데에서 교육이 끝나는 경우 이는 완전한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

문 쓰기 교육으로 보기 어렵다. 앞서 밝혔듯이 장르는 사회적으로 인지된 언어

사용에 관한 방식(Johns et al., 2006:237)이므로 독자의 입장에서 학습자가 생

성한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한국어 설명문의 효

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동료 학습자와의 설

명문 상호 점검이나 교사의 확인을 통해 자신이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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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교육

과정

주요

쓰기

전략

정보

구현

방식

설명문

장르 특성
구체적인 교육 활동

내용

생성

초점화

전략

정보

선정

정보의 유형
마인드맵 작성을 통한

정보 선정

정보의 확장 상호 질문을 통한 정보 확장

내용

조직

구조화

전략

정보

구성

형식적

구성 방식

개요 완성하기를 통한

형식적 구성 활용

의미적

구성 방식

관계도 작성을 통한

정보 간 의미 강화

내용

표현

정교화

전략

정보

표현

상황 맥락

(문어, 격식,

독자와의 관계)

점검표를 통한

부적절한 표현 확인

고쳐 쓰기 목록 작성을 통한

표현 수정
특징(객관성)

<표 19>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의 방법

과적인 설명문을 생성하였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된다.

다음 절에서는 앞에서 설정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

안을 모색함으로써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의 실제를 구안하기로

한다. 앞서 밝혔듯이 이는 <그림 4>에서 재구성한 교육 모형 가운데 두 번째

단계인 ‘실제 설명문 쓰기’에 해당한다.

실제 설명문 쓰기 단계에서의 교육은 내용 생성, 내용 조직, 내용 표현의 과

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학습자가 설명문을 생성할 때 정보를 선정, 구성,

표현하는 과정과 대응된다. 교사와 학습자는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의 쓰기 교육 과정에서 주요한 쓰기 전략, 즉 초점화,

구조화, 정교화 전략을 활용한다. 세 가지 전략은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

을 고려하여 각각 구체적인 교육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장르 중심 한

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 방법은 아래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 94 -

2.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의 실제

2.1. 핵심적이고 충분한 내용 생성

학습자는 교사와 함께 모범이 되는 한국어 설명문을 읽음으로써 한국어 설

명문의 장르 특성에 대해 이해한 후, 실제 한국어 설명문 쓰기를 하게 된다.

실제 설명문 쓰기 과정에서 학습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어진 과제에

맞추어 독자에게 전달할 정보를 선정하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학

습자는 한국어 설명문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선택하여 이를 충분히 확장시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초점화 전략이 주요 쓰기 전

략으로 활용된다. 다시 말해 필자는 자신에게 단 하나의 목적과 주요한 초점이

있음을 확인하고, 주요 요점만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부사항을 포함하

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Brown, 2007; 권오량 외 공역, 2008:474). 이를 위

해 내용 생성의 단계에서는 주제와 관련한 마인드맵 작성을 통해 정보를 선정

하고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 질문을 통해 선정한 정보를 확장시키는 방법을 활

용할 수 있다.

2.1.1. 마인드맵 작성을 통한 핵심 정보 선정

카스트(Kast, 1999; 안미란 외 공역, 2007:68)는 학습자가 텍스트를 통해 전달

할 내용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연상표,

마인드맵(mind map)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마인드맵은 하나의

주제에 대한 사고와 중심 개념을 위계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해당 주제를 한

가운데 놓고 이 주제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을 가지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연

상표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에 중급 이상의 수업에 적합하다(Kast, 1999; 안미

란 외 공역, 2007:70). 이 방법은 핵심 정보를 선정하는 여타의 방법과 비교하

였을 때 ‘연결 가지’를 활용하는 ‘기록’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유용하다.

먼저 마인드맵에서 주제와 정보,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는 가지는 학습자가

설명문에서 전달할 정보를 선정할 때 해당 정보와 주제의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습자는 마인드맵을 작성할 때 머릿속에 떠오른 파편적인

정보를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주제나 해당 정보의 상․하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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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고려하여 정보와 정보, 또는 주제와 정보를 가지로 연결한다. 학습자는

이를 통해 설명문의 주제를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관련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이는 사실 정보뿐만 아니라 사실 정보에 대한 독

자의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학습자(필자)의 주관적 판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 마찬가지이다. 두 유형의 정보 간의 관계가 마인드맵 상에서 가지를 통해

드러나게 되므로 학습자는 설명문에서 전달하기로 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

사실 정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 또는 이와 무관

한 개인적인 감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 마인드맵은 학습자가 자신이 전달할 내용 정보를 가시적으로 기록하

는 방법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누락시키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

용하다. 3장의 한국어 설명문 쓰기 양상에서 분석하였듯이 학습자는 전달해야

할 핵심 정보를 실제 텍스트에서 누락시키는 문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

의 주요 원인은 학습자가 전달할 정보를 미리 기록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생

각하고 있다가 실제 텍스트를 쓰는 과정에서 잊어버리는 데 있다.

(가)

저도 그거(폭죽놀이) 쓰려고 했었는데, 다른 내용 너무 많이 써서… 어디다가 넣어

야 할지도 모르겠고, 다 썼으니까… 그리고 저 OO씨(동료 학습자)처럼 쓰기 전에 틀

안 짰지만 대충 아 이런 거 이런 거겠구나 생각하고 쓰기 시작하다가 글 쓰는 중간에,

아, 안 되겠다, 얘기하려면 되게 길어지고 원래 제가 쓰려고 하던 것도 못 쓸 것 같고,

위에다가 쓸 것을 메모했어요. 안 써두면 깜박하기도 하고 해서.

<중국인 학습자와의 인터뷰 자료>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습자가 텍스트에서 전달할 내용 정보

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경우 실제 텍스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를

‘깜박해서’ 누락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가 본래 전달하려고 계획했던 정

보를 빠뜨리지 않고 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계획한 내용 정보를 가시

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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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마인드맵 작성을 통한 핵심 정보 선정

<그림 5>는 마인드맵 작성을 통해 학습자가 전달할 핵심 정보를 선정하는

과정의 예시이다. 학습자는 춘절에 대해 소개하기 위하여 먼저 춘절과 관련된

구체적인 하위 정보를 첫 번째 가지에 작성하고, 이어 각각의 하위 정보에 대

한 세부 정보를 아래 단계의 가지로 작성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때 학습자

가 사실 정보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자신의 판단까지 포함하여 전달할 수 있

다는 점이다. <그림 5>에서 학습자는 춘절의 풍습 중에서 친척들을 방문하는

풍습이 점차 퇴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의 판단을 덧붙임으로써 춘절의 풍

습이라는 사실 정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학습자는

마인드맵 작성을 통해 주제와 관련하여 나열한 하위 정보 가운데 실제 텍스트

상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를 선정하고, 기록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핵

심 정보의 누락 없이 설명문을 생성할 수 있다.

2.1.2. 상호 질문을 통한 정보 확장

학습자가 설명문에서 전달할 핵심 정보를 선정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충분

히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앞서 정보를 확장시킬 때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는 필자가 정보를 전

달하여 독자를 이해시키는 것이 설명문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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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학습자(예상 독자)와의 질문 응답 과정 필자의 정보 확장 과정

마리코(동료 학습자): 웨이 씨, 춘절의 대표적인 음

식은 뭐예요?

웨이(필자): 춘절의 대표적인 음식은 교자예요. 교자

는 만두예요. 춘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교자를 

만들어요.

춘절의 대표적인 음식

↓

교자

상황과 달리 쓰기 상황에서는 필자가 독자와 같은 시․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학습자는 필자로서 자

신이 전달하려는 정보를 독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무엇을 부가적으로 논의해

야 하는지, 다시 말해 정보의 확장 범위를 가늠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습자가 텍스트 쓰기의 정보 확장 측면에서 겪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53)을 활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구

체적으로는 앞서 마인드맵을 활용해 선정한 핵심 정보에 대해 동료 학습자와

상호 질문하기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텍스트에서 전달할 정보의 범위를 확장시

키는 방법이다. 쓰기 교육의 과정에서 동료 학습자는 상호 협력자로서 서로 질

문자와 응답자가 됨으로써 쓰기 내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이수미, 2010:170)

는 연구 결과는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한다. 이는 동료 학습자가 예상 독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학습자는 이러한 교육 활동을 통해

막연히 인식하던 예상 독자를 보다 실제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예상 독자와의

질문 및 응답 과정을 통해 인지적으로 정보를 확장시키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실제 설명문에서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설

명문을 생성할 수 있다.

53)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비고츠키(Vygotsky, 1978)의 근접발달

영역(ZPD)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자신보다 유능한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

용을 통해 비계를 제공받고, 쓰기에 대한 지식과 전략, 기능을 익혀 이를 내재화하면서 자

기 주도적인 쓰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Hillocks, 1995:78; 원진숙 외, 2011:153에서 

재인용). 이때 동료 학습자가 유능하다는 것은 동료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료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가 더 높지 않더라도 쓰기 교육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필자로서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동료 학습자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 역시 필자인 학습자보다 유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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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코: 교자를 만드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웨이: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안

에 재료를 넣는 거예요. 아, 교자 안에 동전을 넣기

도 해요. 전부 다 넣는 것은 아니고, 몇 개만 넣어

요.

교자를 만드는 방법

↓

동전 넣기

(1단계 정보 확장)

마리코: 교자에 동전을 왜 넣어요?

웨이: 새해 복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동전이 

든 교자를 먹는 사람은 새해에 행운이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동전을 넣는 이유

↓

새해 행운이 있음을 의미

(2단계 정보 확장)

마리코: 아, 그럼 교자에 담긴 다른 뜻도 있어요?

웨이: 네, 교자는 가족들끼리 같이 만드니까 가족들 

사이의 사랑, 정을 의미하는 음식이기도 해요.

교자에 담긴 다른 의미

↓

가족 간의 정을 의미

(3단계 정보 확장)

<표 20>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 질문 활동을 통한 정보 확장

위의 표는 중국의 명절인 춘절을 소개하는 한국어 설명문을 쓰는 학습자와

동료 학습자의 상호 질문 활동의 예시를 보여준다. 동료 학습자는 예상 독자의

입장에서 춘절의 대표적 음식인 교자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필자인 학습자에게

질문하고, 학습자는 이에 대해 대답하면서 필자로서 예상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인식하게 된다. 예시로 든 질문 활동을 통해 [춘절] → [춘절

의 음식] → [교자] → [교자에 담긴 의미: 새해의 복을 미리 알아봄] → [교자

에 담긴 의미: 가족 간의 정]의 방향으로 정보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리반(Sullivan, 1994)은 이를 제한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한

의 법칙은 한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논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

(Sullivan, 1994; 최현섭 외 공저, 2000:54)으로서, 필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부

연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고에서 말하는 정보의 충분한

확장과 상통한다.

동료 학습자와의 질문하기 활동 없이 학습자 혼자 정보를 확장해야 하는 경

우 학습자는 이와 같은 제한의 법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학습자는 이미 해당 정보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배경지식에만 의지해서는 예상 독자가 무슨 정보를 더 필요로 하는지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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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상 독자의 역할을 하는 동료 학습자의 질문을 통해 필

자는 설명문에서 무슨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설명문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2.2. 논리적인 구성 방식을 활용한 내용 조직

학습자가 쓰기 주제와 관련하여 텍스트에서 설명할 정보를 선정한 다음 단

계는 선정한 정보를 조직하는 단계이다. 정보 조직의 단계에서 주요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쓰기 전략은 구조화 전략이다. 구조화란 글쓰기 과정에서 단편적인

아이디어를 통일성을 지니는 하나의 구조로 구성하는 것이다(노자연, 2010:25).

학습자가 설명할 정보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지 않고 두서없이 나열하여 설명

문을 생성하는 경우 독자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

되는지 알기 어렵고, 결국 필자가 해당 설명문을 통해 무슨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이와 관련하여 3장에서는 정보를 구성

하는 두 가지 측면의 방식으로서 형식적 구성 방식과 의미적 구성 방식에 대

해 살펴보고, 학습자가 실제 한국어 설명문에서 두 가지 구성 방식을 효과적으

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정보 구성 측면에서 드러

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요 쓰기와 정보 간 관계도 작성 방법을 활용하

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의 실제를 구안하고자 한다.

2.2.1. 개요 완성하기를 통한 형식적 구성 학습

개요 쓰기는 주제를 정하고 내용을 생성한 이후, 생성된 내용을 배열하는 과

정이다(송명진, 2011:386). 개요 쓰기를 통해 특히 글의 전체적인 형식적 구성

방식, 즉 삼단 구성의 상위구조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형식적 구성 방식의 교육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학습자에게 개요가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설명하거나, 개요를 작성

하는 방법을 상세히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 교육은 일반적으로 성

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학습자는 모국어 쓰기 교육에서나 외국어 쓰기

교육에서 이미 이를 학습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와 실시한 인터뷰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습자가 모국어 쓰기 교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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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리엔 씨가 중국의 춘절에 대해 소개하는 글과 글을 쓰기 전  

  에 작성한 개요입니다. 리엔 씨의 글을 읽고 글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이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서 빈 칸을 채워 봅시다.

중국의 전통 명절-춘절

중국에는 춘절(春節), 원소절(元宵節), 청명절(清明節), 청년절(青年節), 단오절(端

午節), 칠석절(七夕節), 중추절(中秋節), 중양절(重陽節), 국경절(國慶節), 원단절(元旦

節) 등 한 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양한 명절이 있다. 그 중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대표적인 명절은 춘절이다.

춘절은 새해의 시작을 말한다. 예전에 중국은 양력이 아닌 음력 을 사용하였는데

음력 1월 1일이 바로 춘절이고 원단(元旦)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1949년에 중국은

그리스도 기원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양력 신년(新年)과 음력 신년(新年)을 구분할

필요가 생겼다. 또한 음력 새해 시작하는 날은 보통 24절기 중에서 입춘(立春) 전후

무렵이다. 따라서 그 후로부터 양력 1월 1일을 원단(元旦)이라고 하고 음력 1월 1일

을 춘절(春節)이라고 하게 되었다.

춘절은 일주일 동안의 긴 휴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고향에 돌아가 온 가족

이 한 자리에 모인다. 춘절 전날인 음력 12월 30일은 제석(除夕)이라고 하는데 이

날 저녁 식사를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는 것이 전통이다. 제야음식은 아주 다양하고

풍성하다. 지방이나 가족의 입맛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몇 가지 음식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대부분 가정에서 다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어(魚)류, 교자(餃子), 설 떡, 경단(瓊團) 등이 있다. 어(魚)의 중국어 발음은 유(余)와

같으므로 매년 여유가 있다는 뜻에서 어류 요리를 준비한다. 교자는 새 해를 맞이하

는 뜻을 상징한다. 제야 자정은 한 해의 끝이자 새 해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설 떡

은 해마다 생활이 좋아진다는 뜻을, 경단은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뜻을 가

삼단 구성의 설명문 상위구조를 학습하였고, 모국어 쓰기 교육에서 이를 학습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어 쓰기 교육을 포함한 외국어 쓰기 교육에서 학습하

였다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학습자가 설명문의 형식적 구성을 이미 학습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앞서 3장의 인터뷰 자료 분석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학습자가 설명문 상위구조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런 형식 없이 개요를 작성하게 하는 교육

방법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삼단 구성의 틀을 갖춘

개요를 제시하고 설명문의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학습자

가 직접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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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춘절에 사람들은 친척, 친구 등의 집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이것을 세배라고 한

다. 사람들은 일 년 내내 각기 학교,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운영하느라 바빠서 서

로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고 연락조차 자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 해

가 끝나고 새 해가 시작하는 무렵에 서로 인사하고 일 년 내내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해에 대한 축복을 주고받는 것이다. 아이들이 특히 세배를 좋아한다. 어

른들에게 절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서 세뱃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춘절은 중국의 명절 중 가장 오래되고 성대한 명절이다. 지금은 국제화 시대가 되

면서 크리스마스나 발렌타인데이 같은 서양 명절이 들어와 젊은 세대의 관심을 받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절은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 명절로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처음
독자의 주의 집중,

소개할 정보(춘절)를

간단히 안내하는 역할

◾중국의 여러 가지 명절

◾중간에서 소개할 명절 안내: 춘절

중간
주제(춘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

◾춘절의 시기, 유래

◾춘절의 풍습1: 제야 음식 종류

◾춘절의 풍습2: 세배

끝
춘절의 의미를 정리하고

마무리, 독자의 이해를

높이고 있음

◾춘절의 의미 (가장 오래되고 성대한 명절 )

⇩       ⇩       ⇩       ⇩       ⇩
☞ 리엔 씨가 쓴 개요를 참고해서 자기 나라 명절을 소개하는 글의 개요를  

   써 봅시다.

처음
독자의 주의 집중시키기

쏭크란을 간단하게 안내

◾태국의 전통 명절: 쏭크란

◾쏭크란 시기 소개

중간

쏭크란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

◾쏭크란 어원

◾쏭크란 의미(감사, 조상 숭배, 존경)

◾쏭크란 풍습(친척 방문, 기도)

끝

쏭크란 분위기를

간단하게 전달하고

마무리, 독자가 잘

이해하도록 정리

◾쏭크란 분위기: 아주 즐거움, 세계적

인 축제 → 쏭크란 때 태국을 방문을

하면 함께 즐길 수 있음

<그림 6> 설명문의 형식적 구성 방식 학습을 위한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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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학습자가 예시로 주어진 한국어 설명문과 이를 생성하기 전에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설명문에서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를 생각하여 빈 칸을 채운 후, 실제로 자신이 생성할 설명문의 개요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한 활동지이다. 이 활동지를 통해 학습자는 필자로서 텍스트를

생성하기 전에 우선 독자의 입장이 되어 다른 필자의 설명문을 읽고, 설명문의

형식적 구성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그런 다음 처음,

중간, 끝의 삼단 구성으로 미리 구성된 개요를 완성함으로써 설명문을 생성하

기 위한 형식적인 구성 방식을 활용한다. 학습자는 이 활동에서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설명문을 생성하게 되므로 처음과 끝 부분을 누락시키지 않고, 각각

의 역할을 활용하여 설명문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2.2. 관계도 작성을 통한 정보 간 의미 강화

학습자가 설명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주제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

고 전개되어야 한다. 이때 학습자가 단 하나의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가 정보 간의 의미를 강화함으로써 설명문의 응집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설명문의 의미적 구성 방식에 대

한 교육 과정으로서 설명문의 중간 부분에서 학습자가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

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단계에 해당한다.

학습자는 (독자의 입장에서) 설명문의 내용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텍스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데(이삼형, 1994:4), 필자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설명문의 내용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텍스트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논의는 필자가 효과적인 내용 구조를 활용하여 설명문을 생성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설명문의 내용 구조는 본 연구에서 의미적

구성 방식으로 지칭하는 정보 간의 의미 관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설명문을 생

성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의미적 구성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본론에서 설명할 정보의 상호

관련성을 관계도로 작성함으로써 응집성 있는 설명문을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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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인드맵을 통해 선정한 정보

처음

스트레스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소개하겠다고 안내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우

울증, 자살) → 원인과 해결 방법

소개할 것임

중간

스트레스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원인: 경쟁 심화, 인간관계의 복

잡함, 업무나 학업의 부담 증가

◾해결방법: 물리적 해소법(운동,

오락), 심리적 해소법(대화, 상담)

끝
스트레스 

해결 방법 정리

◾해결 방법 요약

◾평소에 긍정적인 마음가짐 필요

2. 개요 완성을 통한 형식적 구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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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 부분에 대한 관계도 작성

☞ 중간 부분의 

단락 구성 계획

 원인1(정서)

 원인1의

해결방법(심리)

 원인2(일)

 원인2의

해결방법(물리)

<그림 7> 관계도 작성을 통한 설명문의 의미적 구성 강화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관계도는 아무런 사전 계획이나 활동

없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논의한 마인드맵과 개요 완성 등의 활동에

이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7>의 예시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

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학습자는 먼저 마인드맵을 작성하여

스트레스의 원인 네 가지와 해결 방법 두 가지를 설명문에서 전달할 정보로

선정한다. 여기에서 선정한 정보는 설명문의 핵심 정보로서 형식적 구성의 중

간 부분에서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정보가 된다. 학습자는 실제 설명문

에서 이를 두서없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정보의 의미를 고려하여 관

계도를 작성한다. 현대 사회의 경쟁 심화, 인간관계의 복잡함은 정서와 관련된

원인(원인 1)으로 묶이고, 학업의 부담과 업무의 가중은 일과 관련된 원인(원

인 2)으로 묶인다. 또한 원인 1, 2는 각각 심리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다. 관계도를 작성함으로써 정보 간의 관계가 보다 명료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도를 작성한 다음에는 관계도로 연결한 정보를 실제 설명문의 중

간 부분을 구성하는 각 단락에서 어떤 순서로 제시할 것인지 간략히 메모한다.

인터뷰 결과 학습자는 정보를 선정하고 구성하는 단계에서 이를 직접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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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글을 쓰는 과정에서는 이

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쓰기 교육의 실제 수행 과정에

서는 학습자가 관계도를 작성하고 설명문의 중간 부분에서 제시할 정보를 단

락 순서대로 기록하게 함으로써 학습자가 설명문의 의미적 구성 방식을 효과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2.3. 상황 맥락을 고려한 내용 표현

체계 기능 언어학의 관점에서 맥락과 텍스트의 언어적 형식은 체계적이고

기능적인 관계를 가지며, 텍스트의 의미는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언어로 실

현된다(박태호, 2000:90). 이는 결국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이 언어적 형태

를 통해 나타남을 말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생성한 설명문이 효과적이라는 것

은 학습자가 설명문의 장르 특성에 부합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문을 생성

하였다는 의미와 상통한다. 내용 표현 측면의 쓰기 교육에서는 정확하고 적절

한 언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쓰기 전략은 정교화 전략이 된다.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에서 학

습자가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점검표의 활용과 고

쳐 쓰기 목록의 작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3.1. 점검표를 통한 부적절한 표현 확인

학습자는 자신이 선정한 정보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실제 설명문을 생성

한 후 설명문의 장르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표현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법은 점검해야 하는 표

현 항목을 작성한 점검표(checklist)를 만들어 학습자가 직접 자신이 쓴 설명문

에서 정보의 표현 양상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최보미(2011)54)에서

제시한 자기 점검(self-monitoring)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서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글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성한 텍스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수정함으로써 자기 교수와 자기

54) 최보미(2011:33)에서는 넬슨과 내런스(Nelson & Narens, 1990)의 자기 조정 전략에 

관한 논의를 받아들여 자기 조정 전략을 자기 점검과 자기 통제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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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할 표현 항목 그렇다 아니다

1. 경어법을 사용한 문장이나 단어가 있는가?
해당 단어나 

종결어미에 

O 표시

-

2. 문장이 ‘-ㄴ다’로 끝나는가? -
그렇지 않은 

종결어미에 

밑줄 긋기

3. 종결어미의 형태가 모두 같은가? -
‘-ㄴ다’가 아닌 

종결어미에 

밑줄 긋기

4. 구어에서 쓰는 줄임말이 있는가?
해당 단어에 

O 표시
-

5.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단어가 있는가? 
해당 단어에 

O 표시
-

6. 나를 직접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가?
해당 단어에 

O 표시
-

7. 추측 표현(예: -것 같다, -고 생각한다, -을 것  

  이다)으로 끝나는 문장이 있는가?

해당 종결어미에 

밑줄 긋기
-

<표 21> 상황 맥락에 부적절한 표현 확인을 위한 점검표

강화를 실현할 수 있다(최보미, 2011:33-34). 다음의 표는 한국어 설명문을 생

성한 학습자가 정보의 표현 측면에서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하고

잘못된 표현을 찾아 표시할 수 있도록 고안한 점검표 예시이다.

각각의 점검 항목은 한국어 학습자의 실제 설명문에서 드러난 표현상의 문

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자는 이 점검표를 가지고 자신이 생성한 설명

문에서 장르 특성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을 찾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활동은 학습자가 설명문을 쓸 때 유의해야 할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2.3.2. 고쳐 쓰기 목록 작성을 통한 표현 수정

<표 21>의 점검표를 활용해 고쳐야 할 표현을 찾은 다음 단계에서 학습자

는 잘못된 표현을 직접 수정하는 활동을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잘못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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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류신 씨가 점검표를 통해 잘못된 표현을 찾고, 이를 올바른 표현으  

   로 고친 내용입니다. 
춘절

춘절은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이다.

춘절은 음력 1월 초하루이며 중국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보통 중국인들은 춘절 전

에 고기, 채소, 과일 등 여러 가지 음식을 미리 사 놓는다. 춘절 전날에 아침에 춘련을

집 문에 붙이고 새해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상징한다. 그리고 낮

에 집집마다 청소하고 풍성한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바쁘게 지낸다. 교자(만두)는 중국

춘절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다. 교자 종류가 많이 있는데 야채 교자, 고기교자, 해산물

교자…… 보통 춘절 전 날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교자를 만드는 풍습이다. 춘절 전

날에 저녁 식사는 일년 중에 제일 풍성한 식사라는 것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할아

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들 삼 대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데 반찬 종류가 20개 가까이

된다. 식사하면서 맥주, 맥주도 많이 먹는다. 저녁 8시 되면 저녁 식사를 끝내고 가족들

이 TV 앞에 모여서 CCTV에서 나오는 춘절 특별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밤 12시 되면 특별 프로그램에서 종 울리고 사람들은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

는 인사를 하면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세뱃돈을 준다. 보통 이때에 사람들이 집에

나가서 폭죽을 터뜨리며 이는 마귀를 쫓고 새해에 좋은 운세를 가지게 하는 뜻이다. 그

리고 집에 들어와서 교자를 끓려 먹고 동전 들어가있는 교자를 먹게 된 사람이 새해에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이 될 것라는 것다. 일반 중국인들은 춘절 전 날에 잠을 안 자고

밤을 지새는 풍습이고 “수세”라고 한다.

그 다음 날에 가족들이 친척 집에 방문하고 서로 새해 선물을 주고 받고 새해 축복

을 나눈다. 보통 중국에서 춘절 일주일동안 쉬는 것다. 중국사람들이 일주일동안에 집

에서 전통 음식 만들고먹고 친구들과 만나고 즐거게 보낸다. 요즘에 춘절 방학 동안 국

내 여행이나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

중국의 전통문화를 맛보고 싶으시면 춘절 때 중국에 한 번 가보세요!

을 수정하는 활동이 한국어 문법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는 곤란

하다는 점이다. 정보의 표현 측면의 문제가 형태적으로는 주로 잘못된 문법 사

용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의 문법은 맥락에 따

른 의미 실현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법 그 자체만을 교육의 대

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박태호, 2000:90). 그러므로 학습자가 잘못된 표현을

수정할 때 정확한 문법 표현으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표현이 왜 잘

못된 것인지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진정한 장르

중심의 설명문 쓰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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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표현 고쳐 써야 하는 이유 올바른 표현
명절입니다 나머지 문장과 종결어미가 다름 명절이다

해산물 교자……

쓰기에서는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전히 끝내야 하는데,

문장을 끝맺지 않았음

해산물 교자가 그 예이다

싶으시면
나와 독자는 중립적인 관계인데

경어법을 사용하였음
싶으면/싶다면

가보세요 나머지 문장과 종결어미가 다름 가보기 바란다

⇩       ⇩       ⇩       ⇩       ⇩
☞ 류신 씨가 쓴 내용을 보고, 내가 쓴 글에서 잘못된 표현을 찾아서 고쳐 써  

   야 하는 이유를 쓰고 올바른 표현으로 고쳐봅시다.

잘못된 표현 고쳐 써야 하는 이유 올바른 표현

<그림 8> 설명문의 표현 수정을 위한 고쳐 쓰기 목록

<그림 8>은 학습자가 자신이 생성한 설명문에서 잘못된 표현을 찾아 이를

올바른 표현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고안한 고쳐 쓰기 목록의 예시이다. 학습자

가 고쳐 쓰기 목록을 가지고 본격적인 수정 활동을 하기에 앞서 비계

(scaffolding) 역할을 하는 수정 활동의 수행 예시를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구

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설명문을 고쳐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한 고쳐 쓰기 목록의 특징은 학습자가 사용한 표현이 잘못

된 이유를 작성하는 칸을 따로 구성하여 학습자가 문법적인 지식만을 학습하

는 것이 아니라 장르 특성을 반영하는 정확한 문법 형태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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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적 특성을 정

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한국어 설명문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한 양상을 분석하

고, 학습자의 한국어 설명문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을 구안

하고자 하였다.

쓰기는 텍스트를 매개로 한 필자와 독자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행위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어 쓰기 교육은 이전에 학습한 문법 항목에 대

한 평가 도구로서 소극적인 쓰기 교육에 치우쳐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사소통 활동으로서의 쓰기 교육이 필요

하다고 인식하고, 특히 쓰기 텍스트를 생성하는 주체인 필자의 입장에서 필자

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인 텍스트로 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사전 인터뷰 결과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 설명

문 쓰기에 비하여 한국어 설명문 쓰기에서 자신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

과적으로 전달하기 힘들다는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이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생성한 한국어 설명문과 모국

어 설명문, 사후 인터뷰 자료를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 측면에서 분석하

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 방법을 구안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먼저 장르에 대한 관점과 필자가 장르에 적합한 텍스

트를 생성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장르 지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함으로

써 필자가 효과적인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르 중심 쓰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장르 지식이 실제 텍스트 상에서 구

현되는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쓰기 평가 기준을 검토함으로써 쓰기 능력의 구

인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필자의 장르 지식이 실제 텍스트 상에서 내용․조

직․표현의 층위로 구현됨을 보였다. 이어서 다른 유형의 텍스트와 구분되는

설명문의 개념을 살펴보고,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설명문 쓰기의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설명문에서 필자가 정보를 구현하

는 방식을 정보의 선정, 정보의 구성, 정보의 표현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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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층위에서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논의함으

로써 학습자가 생성한 설명문과 이에 대한 사후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는 틀을

설정하였다. 정보의 선정 측면에서는 필자가 전달하는 정보의 유형으로서 사실

정보와 이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제시하고 독자를 고려한 정보의 충

분한 확장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또한 정보의 구성 측면에서는 형식적 구성

과 의미적 구성 방식의 활용을, 정보의 표현 측면에서는 설명문의 상황 맥락에

맞는 표현 방식과 설명문의 특징인 객관성을 강화하는 표현을 한국어 설명문

의 구체적인 장르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틀을 가지고 학습자가 실제로 생성한 한국어 설명문과 모국어

설명문을 비교하고 그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학습자가 한국어 설명

문에서 정보를 구현하는 방식 상에서 드러난 문제 양상을 밝혔다.

분석 결과 한국어 학습자는 정보의 선정 측면에서 전달하고자 한 사실 정보

와 그에 대한 필자의 판단을 실제 텍스트에서 누락시키고 예상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확장시키지 않는 문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정보의 구성

측면에서는 형식적으로 삼단 구성을 갖추지 못한 텍스트를 생성하거나 형식적

으로 삼단 구성을 갖춘 경우에도 처음과 끝 부분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형식적 구성 방식을 활용하는 문제와 설명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적 구성 방식 중에서 주로 기술 수집 구조를 사용함으로

써 정보 간의 상호관련성을 강화시키지 못하는 문제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

로 정보의 표현 측면에서는 설명문의 상황 맥락에 맞지 않는 비격식체 종결어

미와 구어체 종결어미, 경어법을 사용하고 설명문의 객관성을 약화시키는 추측

표현과 필자를 불필요하게 드러내는 어휘를 사용하는 문제 양상을 보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한국어 학습자의 정보 구현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 양상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의 한국어 설명문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의 방법을 구안하였다.

먼저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의 전체적인 목표로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

성을 고려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한국어 설명문을 생성하는 것’을

설정하고 정보의 선정․구성․표현 측면에서 구체적인 세부 목표를 제시하였

다. 이어서 기존에 논의되어 온 장르 중심 쓰기 교수법을 살펴보고, 실제 한국

어 쓰기 교육에서는 교육 목표에 따라 이들 교수법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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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함으로써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

다. 먼저 기존의 교수법을 재구성하여 장르 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의 전체적인

과정이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 이해하기, 실제 설명문 쓰기, 설명문의 효

과 확인하기 단계로 구성됨을 보이고, 학습자가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설명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두 번째 단계인 실제 설

명문 쓰기 단계에서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의 실제에서 마인드맵 작

성을 통한 핵심 정보의 선정,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 질문을 통한 정보의 확장,

개요 쓰기를 통한 형식적 구성 방식의 활용, 관계도 작성을 통한 정보 간 의미

강화, 점검표를 통한 부적절한 표현 확인, 수정 목록 작성을 통한 표현 수정을

구체적인 교육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명문에서 필자가 정보를 구현하는 방식을 정보의 선정, 정보의 구성,

정보의 표현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층위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설명문의 장르

특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설명문에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명확히 밝혔다.

둘째, 기존의 장르 중심 교수법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본 연구의 교육 목

표에 맞게 전체적인 교육의 과정을 재구성하고, 실제로 확인된 문제 양상을 해

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구안함으로써 장르 중심 한국어 설명문

쓰기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학습자가 생성한 한국어 설명문과 모국어 설명문의 양상을 비교함으로

써 한국어 설명문에서 두드러지는 문제 양상을 밝히고, 이에 기반을 두고 한국

어 쓰기에 초점을 둔 교육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편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설득을 위한 글, 친교 및 정서를 위한 글 등 텍스트의 장르에 따라 텍

스트에서 제시하는 정보의 유형, 정보를 구성하는 방식, 정보의 표현 측면의

특징이 달라지므로 각각의 장르별로 한국어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텍

스트의 장르별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설명문이라는 동일한 장르에 속하는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쓰기 목적이

나 예상 독자 등 세부적인 쓰기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하위 유형의 텍스트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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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장르에 속하는 하위 유형 텍스트 각각의 특징을 밝

히고 이에 대한 개별화된 교육 방법을 구안함으로써 한국어 쓰기 교육의 효과

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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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genre-based Korean expository text writing education 

Park, Jooyoung

This study investigates an effective method of information representation, 

analyzing expository text and interview data performed by advanced Korean 

language learners. In the previous interview, foreign learners expressed that they 

could not represent their ideas effectively in Korean(L2) expository text than in 

their L1 expository text and needed effective learning experiences. Based on the 

present issues, this study delivers the method of genre-based Korean expository 

text writing education in order to develop learners’ ability to write effective text.

In chapter 2, this study firstly reviews three approaches to genre and discussions 

of genre knowledge. In second, it synthesizes the constructs of writing ability to 

specify the way of representing writers’ genre knowledge in the text. Then it 

suggests that the genre-based writing needs to be conducted as effective method of 

Korean writing education. It also identifies the definition of expository text and 

discusses the importance of expository text writing in Korean writing education. 

Based on the discussions in previous chapter, in chapter 3, the choice of 

information, the organization of information and the expression of information are 

designed as an analytical frame. By the frame, learners’ text and interview data 

are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the learners omit essential information(factual 

information and writer's opinion of the information) and provide insufficient 

information when choosing the information, use incomplete super-structure and 

irrelevant text structure to the information in the organization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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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ly, the learners use inappropriate grammar and vocabulary to the context 

of expository text in the expression of information. 

In chapter 4, based on the results identified in chapter 3, this study designs 

three stages of the genre-based Korean expository text writing education: 

generating essential and sufficient information, organizing information with logical 

structure and expressing information that is appropriate to the context of expository 

text. At the conclusion, each of these stages is constructed as a practical writing 

education with specific activiti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ree aspect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Korean 

expository text genre, it specifies contents and method of Korean expository 

writing education; suggesting specific method of writing education based on 

authentic issues, it enhances the efficacy of the education; comparing learners' 

Korean texts with L1 texts, it designs the method that focuses on the writing in 

Korean language.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writing education, expository text,     

genre-based writing, characteristic of genre, choice of information, 

organization of information, expression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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