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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총체적 언어접근법(Whole Language Approach)을 바탕으로

러시아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한국어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는 데 있다. 

러시아의 한국어교육의 역사는 19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그 역

사성에 비해 학습자의 연령 및 수준 등 학습자 변인을 고려한 정규 교육의 체

계는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정규 교육 내에서 한국어교육의 시발

점이 되는 초등학교 교육 내용의 선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구안은 현재 러시아

한국어 초등교육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사안이다. 초등교육의 대상이 되는 어린

이 학습자는 인지적․정의적․신체적․언어적으로 성인 학습자와 구별되는 특

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교육 방법을 설계함에 있어 어

린이 학습자를 배려한 언어 철학과 교수법이 요구된다. 

이에 Ⅱ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고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개념과 의의를 밝힌다. 총체적 언어접근법은 언어 교육의 실제성

과 통합성을 강조하며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전인 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 철학

이자 교수법으로 어린이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는 데 큰 시사점을 준

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총체적 언어접근법은 기능 통합 중심의 협의적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학 작품을 활용한 실제성이 높은 언어

자료를 주제와 의미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내용적 논의를 강조함으로써 보다 광

의적 관점에서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개념을 재구성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Ⅲ장에서는 어린이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동화, 동요, 율동, 애니메이션 등 다

양한 자료와 방법을 병용하여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기반으로 추출한 교육 내용

과 방법을 실제적으로 적용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수업은 총 3단계로, 

1단계 예비 실험, 2단계 질적 연구, 3단계 양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 예비실험은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 수업이 러시아 학

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를 확인함에 목적이 있다. 러시아 초등학교 학생을 대

상으로 동화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 후 학생 설문과 교사 인터뷰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단계 질적 연구 실험은 총체적 한국어 수업에서

어린이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내용과 방법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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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어린이를 대

상으로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수업의 결과는 수업 과정의 과제와 평가를 통해

나타난 학습자들의 인지적 측면과 학습자와 학부모 인터뷰를 통한 정의적 측면

을 분석하였다. 3단계 양적 실험은 1단계와 2단계의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러

시아의 학습 환경적, 어린이의 발달 단계적 특수성을 고려한 총체적 한국어 수

업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업은 러시아의 초등학교 학생

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수업의 결과는 평가와 설

문조사로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변화를 측정하였고, 교사 면접과 학부모 설문

조사로 총체적 한국어 수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러시아

초등학교 어린이 한국어교육의 효과적인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러시아 초등학교 어

린이 한국어교육의 목표를 수립하고,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교육 내용

과 방법을 구안하였다. 교육 목표를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과 러시아의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과정을 참고하였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이 교

육 목표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은 실제(Authentic), 균형(Balanced), 통합

(Combined), 회귀(Recursive)의 네 가지 원리에 의거해 균형적인 문자 교육, 맥락

적인 어휘 교육, 실제적인 표현 교육으로 설정하였다. 이의 구체적 교육 방안으

로는 파닉스를 활용한 문자 교육, 유의미 자료를 활용한 어휘 교육, 동화를 활

용한 한-러 대조적 표현 교육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초등학교 학습자들을 대상

으로 정의적․인지적 측면을 고려한 교육 내용 선정과,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

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러시

아 초등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의의를 밝힌 것을 시

작으로, 향후 러시아어권은 물론, 다양한 언어권역별 KFL 어린이 한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린이 한국어교육,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 

총체적 언어접근법, 균형적 접근법, 주제 중심 내용 통합, 동화, 맥락, 실제성, 

전신반응, 문해 능력, 파닉스

학번: 2004-2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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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의 경제 성장과 대중문화의 활발한 해외 전파에 힘입어 국내․외에서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1). 이와 더불어 한국어교

육 연구의 대상 또한 해외동포가 중심을 이루던 것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인이나 다문화 가정 및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그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학습자의 인종 뿐 아니라 연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 이상

의 성인학습자는 물론, 국내 및 해외의 초․중․고등학교2)나 한국교육원, 한글

학교 등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비성인 학습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3). 

비성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이 과거에 교포아동을 대상으로 한 민족어

교육(KHL4)) 중심이었다면 최근 10년 전부터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제 2언어로

서의 한국어교육(KSL)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해외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KFL) 환경과는 다르므로 KFL 비성인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KFL 어린이 한국어교육의 본격적인 논의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 

첫째, 교사의 한국어가 거의 유일한 접촉원이고 수업 시간 이외에는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없어 한국어에의 노출이 제한적인 환경이라는 점이다. 둘째, 어

린이는 인지적․정의적․신체적으로 발달 단계적 특성이 성인과 다르다는 것이

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KFL 어린이 한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방법

에 대한 연구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 한국어의 사용 인구는 12위로 전 세계 약 7,500만 명에 이르며, UN세계 주요 언어 분포 및 
응용력 조사 자료에 따른 세계의 영향력 있는 언어 9위에 올랐다. 또한 한국어는 2007년 9
월 국제기구에서는 최초로 WIPO에서 공식 언어로 채택되었다.

2) 한국어진흥재단의 웹사이트(http://www.klacusa.org)에 게재된 미국 중․고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현황(2011.11)에 의하면 한국어반이 개설된 학교는 현재 75곳이며 학습자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이민을 온 학생이거나 조기유학생 또는 한국인 2세이다. 비한국
계 미국인 학생으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10% 미만이다. 

3) 이러한 증가로 미국의 SATⅡ는 1997년부터, 그리고 이후 일본과 호주의 대학 입학시험에
도 한국어가 반영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중학교 졸업시험의 선택 과목 중 하나로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다. 슈콜라의 중학교 졸업반인 9학년 때 졸업시험을 치르며 응시 과목은 전체 
공통 필수 과목과 학교 재량 선택 과목으로 나뉜다. 한국어를 응시 과목으로 선택한 학교의 
재학생들은 필수로 한국어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4) Korean an a Heritage Language – 민족어로서의 한국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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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해외에서도, 특히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지역에서는 1860년대부터 한국어교

육이 꾸준히 발전해 왔다. 1990년대 이후에는 지리적 접근성과 한국의 경제 성

장의 이유로, 대학은 물론 슈콜라에서 한국어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9월 현재,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슈콜라5)는 11개교로 파악되고 있다6).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의 슈콜라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초등학생 어린이 학습

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의 내용을 구안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러시아 슈콜라 한국어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 슈콜라의 한국어교육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어

린이들은 같은 슈콜라에서 길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1년간 한국어를 배

운다. 둘째, 학습자의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한국인 교포가 거의 없는데7) 이는

학습자의 대다수가 교포 중심인 국가들과 차별되는 현상이다8). 

이와 같이 러시아 슈콜라에서는 한국어의 수준과, 메타언어가 동일한 어린이

학습자들이 10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한국어를 배운

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운 독특하면서도 유리한 외국

어 학습 조건이다9). 그러나 러시아 슈콜라의 장점이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효과

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사전 조사에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한국어 학

습 연한이 1~2년인 저학년과 5년 이상의 고학년 사이에 한국어 듣기와 말하기

5) 러시아의 일반 학교로서 초등학교(1-4학년), 중학교(5-9학년), 고등학교(10-11학년) 과정이 
통합되어 있다. 9학년을 마친 후 졸업하여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곧바로 상급 전문학교로 
진학하거나, 10학년으로 진급하여 11학년까지 2년간 일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다. 

6) 블라디보스토크 한국교육원 자료 제공(2011년 9월)
7) 예외적으로 모스크바 1086학교가 있다. 1086학교는 1992년 개교한 러시아 내 유일한 한민

족학교로 교장(엄 넬리)을 비롯한 50%의 교사가 고려인이며 총 800여명의 학생 중 약 50%
가 고려인, 40%가 러시아인, 그리고 나머지 10%가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
립학교이므로 모스크바 시(市)가 지정한 교과과정을 준수하며, 이와 더불어 한국어, 한국역
사, 한국무용, 한국음악미술, 한국전통문화, 한국음식 등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8) 미국 한국어교육학회(AATK)의 2008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의 한국어 학습자의 
70~80%가 교포자녀들로 이루어져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모국어를 활성화한 이중언어교육
을 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9)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장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
(CIS) 등 구소련 지역 이외에, 미국(USA)의 2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2011년 9월 
현재, 연구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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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전 학년에 걸쳐 초급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 슈

콜라의 한국어 수업 환경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는 교육과정, 교재, 교사

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학습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환경적 요인을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한국어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고

자 하는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환경적 제약을 염두에 두며 진행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  

둘째, 총체적 언어접근법(Whole Language Approach)은 초등학교 어린이의 한

국어 학습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이는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수

업이 어린이의 한국어 능력의 신장과 정의적 발달을 촉진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동화를 기본 자료로 하고 동요, 동영상, 애니메이션, 실물 모형 등의

다양한 자료를 보조로 사용하여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적용한 수업의 결과를 분

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 학습자의 발달 단계적 특성을 반영하는 한

국어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러시아 슈콜라 초등학생 한국어 수업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은 무엇인

가? 이는 러시아 초등학교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목표, 내용, 방법을 구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결국, 러시아 슈콜

라의 외부 환경적 특성과 초등학생이라는 학습자 내부의 특성을 반영한, 현지화

되고 체계적인 교육 목표․내용․방법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

심 과제로서 의의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러시아 초등학교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들을

크게 러시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연구, 어린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연구,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기반을 둔 어린이 영어교육(EFL) 연

구의 세 가지의 분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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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10)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지역에는 [그림 1]과 같이 고려인이11) 약 50만 명 거

주하고 있지만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연구는 러시아 지

역의 한국어교육의 규모에 비하여 활발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구소련 지역 한국 동포 분포도 (외교통상부, 2011)

러시아어권의 한국어교육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다. 이전까지의 연구들이 대부분 고려인의 강제 이주 등 한국의 민족 문제와 역

사, 한국어 학습의 개관 등에 그 초점이 맞춰졌다면12), 1990년대 후반부터는 한

10)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에서 한국어교육이 시작된 19세기 말에는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
이라는 한 나라로 통합되어 있었던 독립국가연합(CIS)에서 이루어진 한국어교육도 러시아와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러시아뿐 아니라 구소련 국가들도 ‘러시아어권 
국가’로 정의하였고,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 대하여 ‘러시아어권 학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1) 고려인 또는 고려 사람은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이르는 말이다. 이들 국가로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이 포함된다. 약 50만 명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거주하였으며 남부 
러시아의 볼고그라드 부근, 카프카스 지역, 남부 우크라이나에도 많은 고려인들의 공동체가 
존재하는데 이들 공동체는 19세기 말 스탈린에 의해 강제 이주당하기 전에 극동 러시아에 
거주하던 고려인에 기원한다. 사할린 섬에도 독립된 사할린 한민족이 있는데 1800년대 후
반에서 1900년대 초의 이주민으로 구성된 러시아 본토의 공동체와는 달리, 사할린의 한민
족은 주로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이주하였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
전의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일제에 의해 강제로 사할린의 탄광에 끌려가 노역하거나 
구소련에 의해 중앙아시아 밀, 목화 재배를 위해 강제 이주되었다. 

12) 현원숙(1998)는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어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를, 박병수 외(1998)는 외
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교원 양성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임흥수(1999), 김경근(2004), 장
호종(2007, 2009) 등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 실태와 문제점을 연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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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소련 지역 중 한민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연구도 적지 않다.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내용 중심 교수요

목, 교재 분석 및 개선 방안,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교육 과정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김영희, 2010; 황인진, 2008; 안여경, 2010). 이 연구들에서 지

적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교육의 문제점과 현황은 러시아의 경우와

유사하여, 본 연구에서 러시아 슈콜라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

이 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모두 그 대상이 성인 학습자인 관계로 본 연구

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요구가 많은 만큼 교재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안재홍(2006)은 러시아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초

급 교재 개발 방향을, 박은미(2007)는 구소련 지역 재외동포를 위한 고급 한국

어 교재 개발 방안을, 그리고 김라리사(2010)는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대학

용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을 연구하였다. 

문법 영역에 관한 연구로는 백소영(2001), 신 나탈리아 레오니도브나(Щин,  
Наталья Леонидовна, 2003), 이지훈(2011)이 있다. 이들 연구들의 공통점은

모두 오류분석을 통한 격조사 연구를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어미의 굴절에 의

해 격(格)이 달라지는 러시아어와 달리 교착어인 한국어의 격조사 사용이 러시

아어권 학습자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에서 기인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세부적인 언어 기능 분야에서는 남 빅토르(2001)가 번역과제 수행 중심의 쓰

기 교육을, 모졸 타티아나(Mozol Tatiana, 2010)가 TV뉴스를 통하여 듣기 교

수․학습 방법을, 이엘레나(2011)가 대학용 교재를 중심으로 말하기 교재 개발

에 대해 연구하였다. 언어 기능 중에서 비교적 발음 교육을 위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 음운체계 및 음운현상의 대조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하거나 자음에만 초

점을 맞춘 연구 등이 있다(김현숙, 2004; 유재선, 2009; 백소영, 2009). 이 연구

들 역시 본 연구와 대상과 목표가 달라 발음 교육에 관한 논문 몇 편을 제외하

고는 본 논문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이외에 한국어 학습 자료로 동화를 활용함으로써 접하게 될 수 있는 다양한

다. 조나야(2009) 역시 카자흐스탄의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그리고 이후 한
영균 외(2009)는 중앙아시아 3개국의 한국어교육을 통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키르
기스스탄의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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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과 관련한 연구 분야로는 언어를 통한 문화교육 연구가 있다. 간문화적 의

사소통, 신체 용어 중심의 관용구 대조 연구, 속담, 의성어, 의태어 교육 등에

관한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이 타찌야나, 2012; 김지수, 2009; 이예까쩨리나, 

2004; 박종원, 2010). 이 연구들은 성인 학습자들을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한

국어 표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맥락과 총체적 접근이 중요한 어린이 교육에 적용하기에는 표현의 내용과 범위

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어권 학습자 중 비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 연구는 아직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러시아어권 어린이를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구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그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

음을 말해준다. 현재 러시아 및 구소련 국가들에서 한국교육원과 한글학교와 같

은 비정규기관이나 슈콜라와 같은 정규 기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비성인 학습

자를 위하여 ‘KFL 어린이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3). 

2.2. 어린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어린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기존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그 중 대다수의 연구는 해외동포 자녀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한국어교육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해외동포와 중도 귀국 가정의 한국인 어린이를 위한 모국어 교육으로서의

한국어(KHL) 교육과 둘째,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 국제결혼 가정

의 어린이를 위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14)이다. 

13) 러시아어권 국가들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각지에서도 어린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
며, KFL 한국어교육에서 비성인 학습자의 숫자는 한글학교나 종교 기관 등의 활동 등을 통
하여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한류(韓流)의 영향으로 비성인 한국어 학
습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한글학교가 1,000여 곳에 이르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 개설 추진이 활기를 띠어 가고 있다. 

14)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란 한국어가 주류 언어일 수밖에 없는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한
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언어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목표 언어로 가르치는 일체의 
교육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특히 학교 교육 현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이제 막 한국 사회에 이민 온 이민자 가정이나 이주 노동자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 가정의 자녀들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과 달리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을 거
의 하지 못하고 주로 자신의 고유 언어로만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국어가 낯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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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육으로는 박영순(1985), 고사슴(2003), 안유미

(2003), 성명경(2004) 등이 있다. 박영순(1985)은 중국과 소련에 거주하는 한국인

어린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사슴

(2003)은 6~8세 아동의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아동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안유미(2003)는 외국 어린이들을 위한 한국어․문화 통

합 교육 중심으로 초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성명경(2004)은 한국 내 외국인 학교를 대상으로 내용 중심 한국어교육과정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연구들은 어린이를 위한 한국어교육의 실태를 연

구하였다는 데에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해외교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문제점만을 지적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07년

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전까지 한국어교육에서 주요 대상

이 된 어린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 아동이나 그들 중 중도에 귀국해서 한국

학교에서 적응을 해야 하는 ‘한국인’ 어린이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는 국제결혼 및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함께 한국 사회의 새로운 가족

구조로 부상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으로 중심축이 이동하여 어린이를 위한

한국어교육이 양적, 질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2007년을 기점으로 변화되는 양상은 중도 귀국 초등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의 내용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2007년 이전의 연구는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

서 귀국 학생 교육의 실태 분석 및 효과적인 한국어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조미경, 2001; 심순실, 2003; 송영복, 2004; 이선희, 2007). 반면

2007년 이후의 연구는 보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도 귀국 초등학생

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교재 및 학습 자료의 개발을 다루고 있다(권준영, 2009; 

국어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한국에 체류한 기간이 짧아서 한국어 활용 경험은 물론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서 문화 이해의 폭도 제한적이고, 이들의 학부모 
역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녀에게 꼭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제대
로 해 주기 어렵다. 이들 이주 노동자 가정의 학생들은 이렇게 가정에서의 교육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채 학교에서 전혀 다른 한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낯선 한국어로 학습해야 하
는 이중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들 이주 노동자 가정의 학생들이 겪는 한국어의 어려
움은 곧 학업 능력 저하와 사회 정서적 불안, 더 나아가 소외 현상으로 이어지는 주원인(윤
희원, 2008)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이 학교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한국
어교육(KSL)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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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아, 2010; 조효경, 2011).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두는 본 연구와 연관 지어 볼 때, 국내에 거주하

는 외국인 가정 및 국제결혼 등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위한 한국어교육에 대

한 논의는 문학적 자질을 기준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문학적 자질을 다루지 않은 연구로서, 다문화 가정 한국어교육의 현황 파악, 교

육과정, 언어 기능, 문법, 문화, 교재, 교육 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의 초기에는 한국어 언어 능력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어교육의 필요성과 원리를 강조한 개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윤희원, 2007; 서혁, 2007; 최정순, 2008). 이후로는 교육 과정의 필

요성이 대두되어 다문화 가정, 재한 외국인 초등학교, 외국인 노동자 가정의 아

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어졌다(박지선, 2009; 박은경, 2010; 이성준, 2010, 

곽연화, 2010). 이들 연구는 외국인 부모를 둔 가정의 아동이나 외국인 어린이

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국내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다문화 가정 어린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과 큰 차별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근본적인 출발점이 다르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을 위한 연구 분야 중 가장 활발한 것은 교재 개발과 관

련한 연구이다. 이는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교재 및 교육 내용 개발에 대한 요구

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강현민, 2009; 이수빈, 2010; 김세현, 

2011). 이 연구들은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한국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

한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KFL 외국인 어린이 한국어교육의 내용 구안을

위한 본 연구와 관련한 시사점은 없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 및 국제결혼 등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위한

한국어교육에 대한 두 번째 논의는, 문학적 자질을 다룬 동화, 동요, 놀이 등에

관한 한국어교육 연구이다. 이화선(2006)은 전래동화를 활용한 문화 교육의 절

차와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방안을 수업에 활용한 후 그 결과를 얻지 못

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문화

교육의 한 자료로서 전래동화의 선정 기준과,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전래동화

목록, 그리고 전래동화 재구성의 방법을 제안하여 실제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전래동화를 다룬 또 다른 연구로 장유진(200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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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토끼와 거북’을 활용하여 다문화 가정 어린이의 한국어교육을 연구하

였다. 최경인(2010)은 다문화 가정에서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전래동화 교육을

통하여 어머니로부터 부족한 언어 학습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함으

로써 연구 대상의 차별화를 가져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국어 표현 능력 및 문해 교육의 자료로서 어린이 동화를 활용한 연구(최경

자, 2011)는 연구 내용에 차별성을 두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육 내

용인 한국어 표현 능력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결론이 추상적으로 귀

결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달리 현은애(2011)는 연구 대상을 어린이가

아닌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기 자녀를 위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차별성을

두었다. 어머니를 위한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어머

니와 자녀의 언어능력과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

리고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활약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 

동화 이외에 동요나 놀이를 활용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곽홍란(2010)은 다문

화가정 어머니와 유아를 대상으로 동화와 더불어 동요를 함께 활용하여 교수-학

습법을 설계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를 위한 교수-학습법의 정립

을 위한 연구의 단초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박미선

(2011)은 역할놀이와 전래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을 제

시하면서 교육적 효과를 밝혔다. 그러나 놀이에 대한 세분화된 정리와 수업용

놀이의 선정 기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적용이 쉽지 않

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이상에서 살펴 본 어린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어린이를 위한 한국어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의 필요성과 의의가 강조된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초등학교 한국어교육에서

도 교육 과정과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을 활용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전래동화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의 생활에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를 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문화 학습 자료로서의 기능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 학습 자료로서 전래 동화의 장점과 단점이 구체적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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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으며 전래 동화를 활용한 수업의 내용과 효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한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래동화의 문화자료로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언어 학습 자료로서의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창작

동화를 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창작동화를 활용한 어린이 한국어교육

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시작으로 어린이 한국어

교육 자료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3.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어린이 영어 교육 연구

러시아 초등학교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참고할 만한 KFL 환경의 어

린이를 위한 한국어교육 분야의 선행 연구가 거의 없어, 이와 유사한 EFL 환경

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선행 연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

다. 한국과 같은 EFL 상황에서는 학교 수업 활동에서만이라도 어린이들이 영어

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하고, 유의미하고 실제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영어를 사

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필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영어 듣기․말하

기․읽기․쓰기 능력을 통합하여 지도하는 총체적 언어접근법이 어린이 학습자

에게 가장 적합한 이론이라는 주장과 근거를 역설한 연구가 다수를 이룬다.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적용 사례를 통한 언어 기능 통합에 관하여 이고은

(2003)의 연구가 있다.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통한 문자지도가 어린이 학습자의

영어능력과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언어의 4기능이 유기적

으로 연관되어 각 기능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주장

은 어린이 한국어교육에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도입하여 언어의 4기능을 통합적

으로 교육하여야 한다고 하는 본 연구의 이론적 개념을 지지해 준다. 

김재경(2002)은 EFL 환경에서의 노래와 챈트(chant15))의 활용 및 창의적 반복

이 어린이 학습자의 정의적․인지적 영역에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언급하였다. 한한우와 차경애(2007)는 파닉스16) 접근법이 초등학생의 읽기 능력

15) 챈트(chant)는 영어가 음악의 4박자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한 캐롤린 그라함(Carolyn 
Graham)에 의하여 도입된 어린이 영어 교육의 방법이다. 이것은 일정한 박자를 가미하여 
노래하듯 말하는 것으로, 노래에서 멜로디는 빠지고 박자만 남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단어의 반복과 운 맞추기 등을 통하여 영어와 같은 표음 문자를 익히는 데에 도움이 되어 
어린이 영어 교육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16) 파닉스(phonics)는 발음 중심의 어학 교수법으로, 먼저 음소와 알파벳을 익히고, 단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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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의적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전통적인 상향식(Bottom-up)학습과 총

체적인 하향식(Top-down)학습의 균형적인 접근법(Balanced Approach)을 주장하

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러시아 어린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의 내용과 방

법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 실제․통합․균형․회귀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

한 이론과 실질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어린이 EFL 교육 분야에서 다수를 이루는 것이 동화를 활용한 총체적 언어접

근법의 도입과 적용에 관한 연구이다. 정동빈(1999)은 총체적 언어접근법에서

학습자의 실제 세계를 내용으로 교육할 것을 주장하면서 학습자가 진정한 의사

소통 상황 맥락에서 언어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자료는 이야기(story)라고

하였다. 언어 연습을 위한 인위적이고 재미없는 글17)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authentic) 재미있는 문학을 읽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계속 읽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동화가 효과적인 영어 교육 자료

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동화를 활용한 초등 영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김혜영(2008)은 활동 중심 동화 읽기는 어린이 학습자들의 어휘

력과 흥미도, 참여도 및 만족도를 높여 주었다고 하였다. 고경석과 주향란(2004)

은 영어 동화 수업 모형을 중심으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가 통합적으로

포함된 활동을 한 결과 정의적 영역과 시각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이 EFL 초등 영어 교육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초등학교 영어 수업 자료로 동화의 활용이 독해력 및 어

휘력 향상에 효과적이며, 학습자의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또한 동화 활용 수업에서 교사가 노래, 율동, 몸짓, 극화된 표현, 그림, 사진, 

지도 등의 공감각 자료 등을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수 방법이다. 동

화 활용 수업을 통하여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4기능이 통합적이고 총체

적으로 학습되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러시아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KFL 한국어교육의 이론적, 실제적 근거가 되어 주는 개념이다.

다음절, 단어의 순서로 어휘를 넓혀가며 읽기를 배운다. 부분에서 전체로의 접근
(Bottom-up Approach)이다. 총체적 언어 접근과 함께 사용하는 실천으로 어린이의 언어 
교육의 방법으로 활용한다. phonics라는 용어로 인해 과거의 연습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균형 잡힌 언어 교육과 연관하여 총체적 언어 맥락 안에서 phonics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추천된다.

17) ‘I am a boy. Are you a student?’와 같이 실생활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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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러시아 초등학교 어린이 한국어교

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자료로는 기본적으로

동화책을 사용하였으며, 러시아 학습 환경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화를

선정하였다. 동화책 이외에도 동요, 애니메이션, 율동, 실물 자료 및 다양한 교

구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였다. 모든 수업 과정과 인터뷰 및 평가 과정은 비디오

로 녹화되었고, 녹화된 자료는 본 연구에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제퍼슨

(Jefferson, 1978)의 전사 체계를 바탕으로 전사한 후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분석 방법은 주로 비디오 테이핑을 통한 관찰과 평가지 및 설문지

응답 자료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과정은 3단계에 걸친 실험 수업으로 설계되었고, 모든 수업을 연구

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이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표 1>과 같다. 

[목표] : 흥미와 학습 능력의 향상 ⇒ 지속적 학습

1. 예비 실험 4. 1차 실험 수업 
(교육 내용 및 방법 연구)

6. 교육 목표 설정

⇩ ⇩

2. 교육 현황 파악 7. 교육 내용 선정⇩

5. 2차 실험 수업
(현장 적용 및 분석)

⇩ ⇩

3. 이론 검토 8. 교육 방법 구안

<표 1> 연구 절차의 도식

연구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예비 실험으로 본 연구

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2월, 2주간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A 슈콜라에서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동

화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예비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41명으로 모두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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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블라디보스토크 A 슈콜라의 재학생이다. 참가자 전원의 국적은 러시아인

이고 학년별로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실험 결과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와 심화 면담을 통하여 러시아 슈콜라에서 동화를 활용한 한국

어 수업의 적용 가능성 및 교육적 기대 효과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여 정리하였

다.

2단계와 3단계의 본 실험의 연구 대상은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될 수 있다. 2

단계 질적 연구에서는 외국인 어린이 한국어 학습자의 흥미와 한국어 능력 발

달에 적합한 총체적 언어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탐구하기 위하여, 국내에 거주

하는 외국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3단계 양적 연구에서는 러시아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러시아 초등학교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한국어 능력 발달에

적합한 총체적 언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적용하는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2단계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1차 실험 수업연구는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총 28차시에 걸쳐 진행되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 어린이

학습자 3명을 대상으로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바탕으로 구안된 수업을 실시하였

다. 실험 수업을 녹화, 분석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 어린이들의 학습동기와 한국

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수업 내용과 방법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이후 실험참가자가 재학하고 있는 서울 I 초등학교의 한국어 수업 담당 교

사와 참가자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업 참관 후기와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한국어 수업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였다. 

3단계 양적 연구에 해당하는 2차 실험은 현장 적용 수업 연구로, 본 연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A 슈콜라에서 진행되었다. 러시

아 초등학교 2, 3, 4학년 어린이 학습자에게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8주(주 1

회, 총 8차시)에 걸쳐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 수업을 실시하

였다. 이 실험을 통하여 러시아의 초등학교 정규 수업에서 총체적 언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한국어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모든 실험 수업을 녹화, 분석하여 어린이들의 학습동기와

한국어 능력에 도움이 되는 수업 내용과 방법을 관찰하였다. 실험참가자의 읽기

능력을 문자 인식, 단어 인식, 문장 의미 인식의 세 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사전․사후 평가하였다. 학습동기와 흥미의 정의적인 영역은 학습자와 교사, 학

부모의 설문지와 면담 자료를 통하여 자료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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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한 실험의 개요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예비 실험
본 실험

1차 실험 2차 실험

시기 2007년 2월 
(2주간, 주 2시간씩)

2011년 4월 ~ 7월
(12주간, 주 2~3시간씩)

2011년 7월 ~ 9월
(8주간, 주 1시간씩) 

학교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A 슈콜라

서울 소재
I 초등학교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A 슈콜라

국적 러시아 거주 러시아인
국내 거주 
이란인(1), 

우즈베키스탄인(2)
러시아 거주 

러시아인

학년
(반) 1 2 3 4 1학년 미취학 아동18)

2학년 3학년 4학년
A B A B A B

인원 11 10 13 7 2 1 29 27 31 31 30 30
수업
시수 4 4 4 4 28 25 8 8 8 8 8 8

목적
러시아 초등학교에서 

동화 활용 한국어 
수업의 의의 및 적용 

가능성 연구

외국인 어린이 학습자의 
흥미와 한국어 능력 

발달에 적합한 총체적 
언어 수업의 내용과 

방법 연구

러시아 초등학교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한국어 능력 

발달에 적합한 총체적 언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 적용 및 

검증

<표 2> 실험 수업의 개요

본 연구는 러시아 초등학교 어린이 학습자를 위하여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

탕을 둔 한국어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 목적이며, 본 연구에 앞서 다

음과 같은 가설로부터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1.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한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러시아 초등

학교 어린이 학습자들의 흥미와 학습동기를 증진시킨다.

2.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한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러시아 초등

학교 어린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신장시킨다.

3.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한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러시아 초등

학교 한국어 교사와 학부모의 요구를 만족시킨다.

18) 1학년(7세) 학생 2명의 수업에 동생인 미취학 아동(4세) 동생이 자발적으로 동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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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러시아 초등학교 어린이

한국어교육 논의의 전제

본 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러시아 초등학교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어

린이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또한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본

연구에 맞게 개념을 재구성하여 러시아 초등학교 어린이 한국어교육의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자 한다.

먼저 러시아 초등학교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러시아 내의 한

국어교육의 역사를 살핀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현장을 관찰하면서 교육과정, 교재, 교사 그리고 학습자의 양상을 파악

한다. 이를 통하여 러시아 초등학교 한국어교육의 특징과 문제점을 밝혀, 본 연

구의 전제로 삼는다. 

다음으로 발달 이론과 어린이 외국어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어린이

의 인지적․정의적․신체적․언어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정

의된 어린이의 특성을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러시아 초등학생 어린이들을 위

한 한국어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를 통하여 총체적 언어접근법이 어린이 언어 학습에

적합한 이유와 예상되는 기대 효과를 전제로 하여 본고에서 총체적 언어접근법

의 개념을 새롭게 재구하고 그 의의를 살피게 된다.  

1. 러시아 초등학교 한국어교육의 특성

1.1. 러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역사

러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역사는 민경식과 김병옥이 1897년 상트페테르부

르크 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의를 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학연구소에서 22년간 한국어를 강의한 포츠타빈에 의해 한국어교육학이 뿌

리를 내리게 되었다(박갑수, 2005). 한인 동포들의 초기 정착지인 극동 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 등지에 거주했던 한인들은 한국어 교재의 필요성



- 16 -

을 인식하고 한국어 교과서, 독본, 학교용 문법책들을 출판하였다. 한국어 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대학과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지역에 380개소, 사할린에 240개

소의 한인 학교가 설치되었다19). 그러나 1937년 재러 동포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로 인해 한국인 2세에 대한 민족 교육으로서의 한국어교육은 거의 막

을 내리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최소한의 명맥만 유지해 왔다.

1991년 이전까지 한국어교육은 재소련 동포들의 민족어 학습이 주류를 이루

었다. 그러나 1991년 이후 러시아의 한국어교육의 특징은 민족어 학습과는 별개

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20)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구소련 붕괴 후 한․러 수교 수립과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위상이 높아짐

에 따라 러시아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교 육 원 명
관할 내 한글학교 관할 내 동포수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시민권자 영주권자 일시체류자 계
로스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 27 56 1,034 64,000 7 162 64,169
사 할 린 한 국 교 육 원 14 27 751 27,000 32 71 27,103
블라디보스톡한국교육원 23 34 520 29,600 50 350 30,000
하바롭스크한국교육원 8 8 161 12,000 10 150 12,160
러시아지역 소계 (4개원) 72 125 2,466 132,600 99 733 133,432
타 슈 켄 트 한 국 교 육 원 96 134 12,153 171,300 - 2,300 173,600
알 마 티 한 국 교 육 원 57 124 1,708 106,000 87 2,040 108,127
비 쉬 켁 한 국 교 육 원 45 131 4,562 6 50 753 809

CIS지역 소계 (3개원) 198 389 18,423 277,306 137 5,093 282,535
합 계 4개국 (7개원) 270 514 20,889 409,906 236 5,826 415,968

<표 3> 러시아어권 한국교육원 현황 (2012년 4월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19) 극동에 살던 한인들은 자녀들이 한국어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에 학교 혹은 서당을 
설립하여 교육하기 시작했다. 학교의 증가와 더불어 교사의 재교육과 사범학교의 설립이 이
루어졌다. 1924년에는 니콜스크 우수리스키 기술 사범학교가 개설되었고 1930년에는 포세
트 구역에 또 하나의 기술 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1931년에는 한인 이민 사상 최초로 2년
제 한인 교원 대학이 해삼시에 설립되었다(박갑수, 2005 재인용).

20) 재러 동포 4, 5세 학습자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한국어는 새롭게 배워야 하는 외국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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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로, 이 지역에서의 한국어교육 현황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러시아 및 구소련의 7개 지역의 한국교육원 관할 한글

학교의 수는 270개교에 이르고 학생 수도 20,889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어

교육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 지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등 각 지역별로 한국 교육원이 한국어교육의 중심

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2. 러시아 슈콜라 한국어교육의 현황

본 연구는 러시아 초등학교의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슈

콜라에서 한국어교육을 가장 활발히 실시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시(市)를 중

심으로 진행하였다. 

본격적인 현황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주요 대상이 되는 슈콜라의 선정 이

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러시아 슈콜라에서는 중학교 과정

인 5학년 때부터 영어 및 제2외국어 교육을 시작한다. 그러나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때부터 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다. 블라디보스

토크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슈콜라는 10여 개 곳이다21). 그 중 2005년부

터 한국어와 영어를 특성화하여 모든 재학생들에게 2학년부터 11학년까지 10년

간 영어와 한국어, 2개의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A슈콜

라를 본 연구의 대상 학교로 선정하였다.

2011년 9월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A슈콜라의 전체 재학생은 554명으로 1학년

에서 11학년까지 각 2개 학급이 있으며 학급당 인원은 30명 내외이다. 외국어

특성화 학교의 특징을 살려, 이 학교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교과를 3개 그룹으로

분반하여 한 반에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수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10년부

터 초등학교인 2, 3, 4학년에서 영어 과목은 3 그룹으로 분반을 유지하지만, 한

국어 수업은 한국어 교사 수급의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분반하지 않고 30

명 전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학교 과정인 5학년부터는 이전과 마찬

21) 러시아 슈콜라는 교과목의 개설과 폐지가 학교장의 재량으로 비교적 자유롭고 교사의 수급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과가 개설된 슈콜라의 숫자는 해마다 변동이 많다. 
또한 학교 간의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2011년 9월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한국교육원에서는 한국어가 개설된 
슈콜라를 11개 학교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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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3그룹으로 나누어 분반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

수록 영어나 한국어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집중 이수 시간을 더 늘리게 되며, 

나머지 한 언어도 역시 지속적으로 학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 학교의 경우 9학

년을 마치고 실시하는 중학교 졸업 시험의 학교 선택 필수 과목으로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어 모든 학생들이 한국어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22).

1.2.1. 교육과정

러시아 슈콜라의 운영 방식은 그 기준에서부터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와

많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러시아 전체 학교 중 일반 국공립학교인 슈콜라가 차

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교육청에서 정하여 일

관되게 운영하는 기준보다는 학교의 여건에 따른 학교장의 재량 의존도가 높은

양상을 보인다. 교육과정, 교과목, 수업시수, 교원의 수와 임용 권한 및 보수 책

정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학교 운영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한 권한이 학

교장에게 있다. 한국의 교육과정과 비슷한 것으로는 СТАНДАРТЫ(Standards)

가 있다. 이것은 러시아 전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되는 주요 교과23)에

대하여 교과목의 성격, 교육목표와 더불어 항목별 주제와 교육 내용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워크북 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한국어나 일본어, 베트남어 등 특수한 제2외국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

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

에서 한국어교육은 교과서도 없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사와 학생들에게 전달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발이 시급하며 그 후속 연구로 교과서 및 교수법의 개

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러시아의 한국어교육과정은 한국에서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학습 대상이 외

22) 블라디보스토크 A 슈콜라의 중학교 과정 졸업 시험 과목은 필수 3과목으로 러시아어, 수
학, 한국어,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물리와 화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모든 과목은 인
터뷰 형식의 구술 평가로 진행된다. 

23) 러시아 초 ․ 중 ․ 고등학교의 СТАНДАРТЫ(Standards)에 수록된 교과목 중 언어 학습과 
관련된 교과는 모국어인 ‘러시아어’와 ‘러시아문학’이 있고, 외국어로는 ‘영어’, ‘독일어’, ‘프
랑스어’, ‘스페인어’가 있다. 외국어의 경우 주당 6시간(연간 204차시)와 주당 9시간(연간 
306차시)에 맞추어 Премерные программы(예시 프로그램)가 제시되어 교수학습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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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이라는 점만 동일할 뿐, 교육 장소와 교수자가 모두 다르다. 교수자의 대부

분이 한국어 원어민 화자가 아니며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한 러시아 현지인이거

나 재러 한국인24)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들 스스로 전문성의 부족을 문제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러시아 슈콜라 한국어교육이 체계

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과정 표준화25)의 개발이 시

급히 요구된다. 러시아 슈콜라 한국어에 대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난 후에는

이에 적합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사 교육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

이다. 

1.2.2. 교재

교재는 교육과정의 부재와 더불어 러시아뿐 아니라 러시아어권의 다른 국가

들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26)으로 인식된다. 한국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어권에 따라 해당 국가의 상황과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재를 개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범용 교재가 아닌, 대조언어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언어권별 교재 개발을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러시아 지역에서 자체

적으로 학습자에게 맞는 교재 개발을 한다는 것이 현재 러시아의 인적․물적

자원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적 차이와 운송

에서 생기는 높은 가격의 교재비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일선 학

교에서는 전체 학생들에게 한 학기씩 교재를 대여해 주며 수업을 진행하는 경

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교재가 개발되어도 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수

만큼 교재를 구입하여야 하는 부담 때문에 새로운 교재로의 교체가 어렵고 한

국에서 출판된 교재를 현지에서 구입하기는 것도 쉽지 않다. 

24) 재러 한국인을 본고에서는 이하 고려인으로 통칭한다.
25) 미국의 경우, 한국어 교사협회(AATK)에 의해 2011년 Standard for Korean Language 

Learning가 개발되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K-16)의 한국어교육의 기준이 마련되었다. 
26) 윤여탁(2007)은 한국어 교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해당 국가의 현실과 학

습자의 모국어의 특성, 학습자의 수준을 반영하여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둘째로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목적에 맞는 교수-학습 내용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때 과거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던 문형 중심의 한국어 교재보다는 문형을 언어 상황 
맥락 속에서 구현하는 활동 중심의 교재를 개발하거나, 문화 요소를 활용하여 언어활동을 
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셋째로, 언어 사용 능력의 본질을 반영하
는 한국어 교재의 개발이다. 즉, 언어 사용의 정확성을 실현할 수 있는 문법 능력에 기초를 
둔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에 맞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문화 능력도 같
이 함양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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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초등학교의 한국어 교사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것은 수업에서 활

용할만한 KFL 어린이용 한국어 교재가 없다는 사실이다. 어린이 학습자를 위하

여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어 교재는 해외동포 아동이나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위한 것이다. 이는 ‘모국어 교육’과 ‘한국 생활에의 적응’이라는

목표에서 기반을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슈콜라와 같은 해외 KFL 환

경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러시아 초등학교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외국어 교

육’의 관점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연구하여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블라디보스토크 A학교에서는 초등학교 2․3․4학년에서 주

1회, 40분씩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 교재가 없이 교사의 재량에

따라 수업이 진행된다. 중학교 단계인 5학년부터는 ‘한국어(Корейский язы

к)를 주교재로 사용한다. 이 책은 러시아어권 성인 학습자를 위하여 2009년에

국립국제교육원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이 책이 주교재로 선택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어 본문과 예문을 제외한 모든 설명이 러시아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 교재에서 러시아어로 표기된 한국어 문법 설명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교사들조차 이해하기가 힘들 만큼 전문적이고 어렵게 기술되어 있다. 러시

아어로 된 설명 부분은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어렵게 느껴져 보조 자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내용이 매 단원마다 한

페이지에 걸쳐 러시아어로 소개되어 있으나 소재가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

하고, 러시아어로 읽을 분량이 많아 어린이 학습자들에게는 이 역시 수업 자료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 교재를 사용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며 본문의 내용이나 표현 등이 어린이들에게 실제성(Authentic)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교재의 등장인물이 성인이고 예문이 직장인의 생활과 관련되

어 있으며 연습 활동 역시 이력서 작성하기 등, 어린이에게 맞지 않는 연습 활

동이 많아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현지의 한국어 교사가 어린이 학습자들

과 함께 사용하기에는 연습 문제나 활용 예문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

한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다른 교과목의 교재는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학생 워

크북이 따로 개발되어 있어 교사와 학생이 목적에 맞게 교재와 부교재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반면, 이 경우에는 교사용 지도서와 학생 워크북의 기능을 모

두 한 권에 다 담으려고 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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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교재는 일반적인 교과서에 비해 크고 무거워 휴대가 용이하지 않

다. 일반적으로 러시아 슈콜라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와 공책은 한국에서 사

용하는 것에 비해 크기가 작고 가벼운 편이다. 예를 들면, 2학년 러시아어 교과

서는 17cm×22cm에 무게는 182g이다. 그러나 이 교재는 19cm×25.5cm로 다른

교과서나 공책의 크기에 비해 크고 무게도 628g으로 다른 교과서 3~4권에 해당

할 정도로 무거워 어린이들이 휴대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또한 구매를 하는 것

도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은 모두 이 교재를 학교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보고 있

다. 그러므로 책에 필기나 낙서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사전 설문 조사 결과,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서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할

수 있는 워크북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교재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 중 하나가 교구와 기자재의 활용이

지만 이 역시 러시아에서는 상용화되기 어렵다. 한국에서는 인터넷 보급용의 한

국어교육 자료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러시아는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는 강의실

에 컴퓨터가 없는 경우가 많고, 혹시 있더라도 인터넷 사용은 불가능하다. 러시

아의 열악한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사정으로 슈콜라의 한국어 수업에는 인터넷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7). 그렇기에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슈콜라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재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한국어 교재의 내용에 관한 요구 조사에서 <표 4>와 같

은 결과가 나타났다. 초등학교 2, 3, 4학년, 학생 총 1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습자들은 놀이(25%), 그림(23%), 노래(20%), 이야기(18%) 등 재미있는

활동이 많은 교재를 희망하였고 기타 의견으로 만화책, 쓰기연습이 있었다. 러

시아어로 된 설명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9%).

반면 2, 3, 4학년 학생들의 학부모 143명 중 76명(53%)이 러시아어로 설명이

자세한 교재를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 그림이나 노래 등 재미있는 연습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응답자 중 4%(6명)가 ‘무엇이라도 좋으니 교

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하여 교과서가 없이 수업하는 것에 대하여 불

만을 나타내었다.

27) 블라디보스토크 A학교의 경우 멀티미디어 기자재의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이 학교 전체에 
2~3곳 정도 있다. 그러나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는 러시아에서 다른 강의실로 이동 수업을 
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어서 사실상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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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부모>

<표 4> 한국어 교재에 관한 요구조사

이 설문 결과의 시사점은 학습자들은 그림과 재미있는 활동이 많은 교재를, 

학부모는 러시아어로 된 설명이 많은 교재를 희망한다는 사실이다. 교사들은 개

별 인터뷰에서 교사용 지도서와 학생 연습용 워크북을 분리하여 교재와 함께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러시아 슈콜라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교과서 개발과 더불어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지도서 및 학습자를 위한

워크북이 함께 개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1.2.3. 교사

박영순(2001)과 장호종(2007)은 러시아에서의 한국어교육의 문제점으로 전문

성을 갖춘 교사의 부족을 들었다. 대학의 경우 보통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

학위 이상을 임용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슈콜라나 한글학교에서는 학위 여부를

제한하지 않는다. 슈콜라 한국어 교원의 임용 기준이나 자격이 구체적으로 마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러시아 어린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곳

이 슈콜라나 한글학교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 교육 기관의 교사에 대한 자질

문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어 능력만

이 아니다. 한국어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학습자에 대한 관심을 가진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교사로 인하여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

와 학습동기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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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블라디보스토크 시(市)의 슈콜라에서 한국어교육을 담

당하고 있는 교사는 2011년 9월 현재, 총 14명이며 민족 구성은 <표 5>와 같다. 

러시아 현지인이 10명으로 가장 많으며, 재러 한국인(고려인) 3명, 선교사 출신

의 한국인이 1명이다. 이들 중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사람은 러시아인 교사

3명이며, 나머지 11명의 교사는 한국어교육이나 교육학, 아동학 등과 무관한 전

공자들로 파악되었다. 

<표 5> 블라디보스토크 슈콜라 한국어 교사 민족 구성

러시아 슈콜라 한국어 교사의 문제점 중 하나는 한국어 능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러시아 현지인 교사의 경우 한국어 비전공자

가 많고, 전공을 한 경우에도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편이다. 특히 비전공자의

경우 한국어와 관련한 연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단기간 한국에서 거주한 경험

만으로 특별한 교육이나 자격이 없이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인 교사의 경우 한국어 능력에 개인차가 큰 편이며, 1992년 한국과의 수교

이전에 북한 교수진에 의해 이루어졌던 ‘북한말교육’의 유습(遺習)으로 인하여

북한말의 잔재로 보이는 사투리나 어색한 표현을 구사하는 등 현대 표준 한국

어 능력에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슈콜라 한국어 교사의 또 다른 문제점은 교사들의 높은 이직률이다. 러시아에

서 특히 극동 지역에는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 대학이 20여 곳, 블라디보스토크

에만도 7곳이 있어 한국어 전문 인력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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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도 슈콜라의 교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낮은 급여로 인

하여 우수한 한국어 전문 인력들이 교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간혹

교사가 되더라도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 쉽게 학교를 떠나기 때문에 교사

의 이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의 대상인 블라디보스토크 A 슈콜라도 비슷한 상황으로, 2011년 9월, 

신학년도가 시작되면서 한국어 교사 4명 중 고려인 교사 2명이 이직을 하고, 한

국어를 전공한 러시아인 교사 2명이 신규 채용되었다. 신규 교사는 한국어 전공

자이기는 하지만, 교육 경험이 전혀 없고 어린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학습

지도에 교사 스스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들 신규 교사에 대한 학

부모들의 높은 불만족도는 다시 교사들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렇듯 교사의 전문성 부족과 잦은 교체로 인하여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

으로 연계성 있는 한국어교육을 받지 못함으로써 10년간의 장기(長期)교육이라

는 러시아 슈콜라가 가진 최대의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러시아 슈콜라에서 교사의 역량

이 한국어교육의 성패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는 담당 교사에 따라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에 편차가 심하게 나

타나고 있다. 일례로 블라디보스토크 A 슈콜라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

업의 내용과 방법을 하향 평준화하여 지도하고 있었다. 4명의 한국어 교사 중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내용과 교수법에 맞추어 낮

은 수준으로 수업 내용을 통일한 것이다. 이 학교의 경우 5학년 이상에서는 한

국어 수업이 약 8~10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이루어지므로 교사와 학생 간의 상

호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의사소통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교사들은 말하기 중심 수업을 기피하고 하향 평준화된 교수법과 교재 중심

의 문법 번역식 수업을 선호한다. 이로 인하여 양질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마저 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는 인력 낭비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다음 <표 6>은 문법 번역식 수업의 실제 사례이다. 수업참관이 이루어진 날

은 3개월간의 여름 방학 후 첫 수업 시간이며, 한국어 교사도 새로 부임한 후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 간에 ‘안녕하세요’ 이외의 인사말이 없이

수업이 시작되었다. 수업 자료를 인쇄하기가 어려운 러시아 학교의 여건상 대부

분의 수업 내용을 교사는 조그만 칠판에 몇 번이고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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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판서 내용을 노트에 옮기기만 할뿐 대화도, 언어 연습 활동도 없었다. 

발음 규칙에 관한 수업인데 학생은 수업시간 동안 한국어를 한 마디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교사는 필기가 끝나고 딱 한 번씩만 발음을 해 주고, 

학생들에게 따라서 발음을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학생 중에 중도 편

입한 학습자가 있어도 별다른 대책 없이 방치한 채, 한국어 수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학생들의 수준은 한국어를 6년 배운 학생들인데 ‘사과’와 ‘상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였고, ‘빵’, ‘우유’ 등 기본적인 어휘도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 

<2011년 9월 5일. 신학기 첫 한국어 수업> 

- 블라디보스토크 A슈콜라, 8학년, 9명

교사 학생 학습
자료

학습
내용

도입
(30초)

인
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
(R) 오늘 할 게 많아요. 빨리 쓰세요28).

(R) 선생님 이름이 뭐예
요?

(R) 몰라도 돼요. 

전개
(44분)

필
기

<판서 시작>

바다[pada] / 아부[abu] / 불다[pulda]
<어말자음 판서시작>
ㄲ→ㄱ(밖) / ㄹㅅ→곬

<지겨워하며 필기함>

노트 발음
(R) 이런 거 말고 회화 

연습해요, 선생님!

(R) 발음도 못하면서 무슨 회화야?
    [익다]를 [일다]로 틀리게 읽으면서 

무슨 회화를 한다는 거야?
    발음을 다 끝내야 회화를 하지.
    빨리 필기하세요!

<잡담하기 시작하며 
필기하기를 멈춤>

정리
(0초) - <수업 종이 치자 인사 없이 헤어짐> - -

 <표 6> 러시아의 슈콜라의 발음 수업 장면

28) (R)은 러시아어로 나누는 대화를 전사하여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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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수업 후 러시아어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

인터뷰를 통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와, 이에 대한

교사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생 인터뷰>
연구자: 한국어 수업 재미있어요?
학  생: (얼굴을 찡그리고 어깨를 으쓱하며, 재미없다는 듯) 같이 수업 들어보셨잖아요?
연구자: 그러면 어떤 수업을 원해요?
학  생: 회화요.
연구자: 6년을 배웠으면 기본적인 회화를 잘 하고 있지 않나요?
학  생: 아뇨. 어휘력이 부족하고, 회화를 거의 안 해봐서 잘할 수가 없어요.

    <교사 인터뷰>

연구자: 발음 수업인 것 같던데 왜 학생들이 말을 한 마디도 안하나요? 
교  사: 오늘 내용은 발음 규칙이라 일단 필기를 잘 해야 돼요.
연구자: 규칙도 중요하지만, 필기만 하고 말할 시간이 없으면 학생들이 발음을 익히기 힘들

지 않을까요?
교  사: 그래서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시험에 대비해서 집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교사는 학습의 주제를 선별하며 내용을 계획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기술하

고 전달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한국어 교사는 의사소통능력뿐 아니라, 교재

선택 및 개발, 교수법, 교구나 기자재의 활용능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서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한국어 교사들은 국적이나 한국어 능력

과 상관없이 모두 다 교재, 교수법, 기자재 및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에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교실의 낙후된 기자재 시설로 정보화

수업이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2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 개인의 역량 부족과 수업 환경의 낙후된 시

설 등으로 인하여 러시아 슈콜라의 한국어 교사들은 매 시간 수업 준비와 운영

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의 부담은 수업의 질의 저하로 이

29) 재외동포재단이 매년 실시하는 ‘CIS 지역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에 대한 요구 조사에서 
컴퓨터 및 프로젝터 사용법에 대한 수업을 원하는 교사가 높은 빈도(54%)를 나타내는 원인
이라 할 수 있다(출처, 재외동포재단 2010년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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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이것은 다시 학습자에게로 피해가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

성을 보완하고, 학습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교재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1.2.4. 학습자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슈콜라 한국어 교사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대면 및

전화 면담에서 ‘러시아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6명의 교사가 흥미와 자발성이라고 응답하였다30). 이는 러시아 슈콜라의

한국어교육에서 훌륭한 교재나 수업 환경보다 학생 스스로의 학습 의지가 중요

하며 이것이 가장 큰 과제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7> 학년별 한국어 선호도

30) 4명이 교과서와 워크북 등 수업 자료, 그리고 1명이 수업시수의 확대와 그룹의 소규모화 
등 수업 환경이라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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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7>은 2011년 5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A 슈콜라의 초등학교 2, 

3, 4학년과 중․고등학교 과정인 9, 10, 11학년 학생 약 350명(각 학년 60명 내

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선호도 조사>의 결과이다. 저학년

인 2, 3, 4학년의 경우 80% 이상이 긍정적인 대답을 한 반면, 고학년인 9, 10, 

11학년은 선호도가 30% 미만에 머무는 것으로 보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한

국어에 대한 흥미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해서 1년밖에 되지 않은 2

학년(10%)과 2년째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3학년(15%) 학생들의 부정적인 응답

률이다. 이것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를 좋아하는 어린이의 특성31)과 상반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어 수업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는 방향

으로 진행되어 한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눈여겨 볼 사실은 4학년의 응답이다. 전 학년에 걸쳐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싫어한다’와 ‘아주 싫어한다’의 부정적인 응답자는 한 명도 없

다. 유독 4학년에서 2, 3학년과 달리 높은 흥미도를 보이는 현상에 대하여 학습

연한 이외에 다른 변인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4학년에서 2, 3학년과 다른 선호도 결과를 보인 요인 중 하나를 교사 변인에

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0학년도에 2학년과 3학년의 수업은 L교사가, 4학년

은 3년째 A교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먼저 2, 3학년을 담당한 L교사는 남편의 한국 파견 근무에 동행하여 한국에

서 2년간 거주한 러시아인이다. 생물학을 전공하였으며 한국어교육을 전문적으

로 받은 적이 없어 스스로의 한국어 구사능력에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다. 교재

에 의존하여 수업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2학년에 맞는 교

과서가 없어 수업 계획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L교사는 한국어 수업의 목

표를 문자 해독에 두고 1년간 교과서 없이 교사가 칠판에 써 주고 학생들이 베

껴 쓰기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어를 처음 학습하는 2학년 학생

들에게 1년 동안 ‘기역, 니은’과 같은 글자의 명칭을 강조하면서 맥락 없이 자

음 중심으로 수업 내용을 구성하였다. 자음 순서에 해당하는 단어를 그림으로

그려 앨범(그림 사전)을 만드는 것이 1년간의 한국어 수업 내용의 전부였다. 읽

31) 기오라, 액톤, 이라드, 스트릭랜드(Guiora, Acton, Erard and Strickland, 1980)는 어린이
들은 아직 언어자아(language ego)가 유연하고 친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에 
대하여 별다른 거부감이나 두려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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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쓸 줄 알기 전에는 회화를 가르칠 수 없다는 L교사의 개인적인 기준에 의해

2학년 학생들은 1년 동안 기본적인 인사말이나 자기소개 등을 한국어로 배우지

못하였다. 수업 시간에는 [그림 2]와 같이 자음을 예쁘게 쓰며 그림 사전을 만

드는 것에 정성을 들이고 있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과일–연필–비누–공원’ 등 연관성 없는 단어들

이 체계 없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배’는 동음이의어의 세 가지 뜻을 맥락이

없이 한 번에 다 설명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학습의 부담을 주고 있었다. 그리

고 그림 그리기에 치중하느라 단어와 철자의 올바른 쓰기는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32). 이렇게 학습한 학생들은 1년이 지나고 나면 ‘기역, 니

은, 디귿...’은 노래하듯 잘 말하지만, 글자의 이름을 모양이나 소리와 제대로 연

결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문자 해독을 목표로 한 수업에서 음운인식 지도가 충

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점임을 시사한다.

[그림 2] 한국어 그림 사전 만들기 수업 (초등학교 2학년)

L교사에 의해 운영된 3학년 한국어 수업도 2학년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자음과 모음의 합성, 그리고 받침이 쉬운 글자의 연습으로 1년 과정이 진행되었

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은 유의미한 맥락이 없이 제시된 글자를 보며 베껴 쓰고

교사의 발음을 듣기만 하였다.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장을 연습하거나, 학생들이

한국어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이렇게 1~2년간 진행된 한국어 수업

에서 어린이 학습자들은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33). 

32) 자음 ㄱ의 모양과, 오렌지의 철자 오류 등에 대하여 교사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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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4학년은 K 교사34)와 함께 2학년 때부터 이미 3년째 지속적으로 배워

옴으로써 교사와 학생간의 유대와 신뢰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었다. K 교

사는 <곰 세 마리의 모험 여행>, <원숭이 끼끼의 모험 여행> 등 1년 동안에 수

업할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Story)로 직접 구성을 하여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즐겁게 문자를 지도하고,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통하여 한국어로 말할 기

회를 제공하였다. 

다음은 교육과정이나 특정 교과서가 없는 러시아 슈콜라의 한국어교육 환경

에서 교사 변인이 학습자의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인터뷰 사례

이다. 다음 인터뷰 내용을 통하여 K 교사에게서 3년간 한국어를 배운 4학년 학

생의 한국어 실력이 여러 교사에게서 10년간 배운 11학년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1> 4학년의 인터뷰35) 
(K 교사로부터 3년간 지속적인 학습)

T: 이름이 뭐예요? S: 이라. 저는 이라입니다.
T: 이라는 몇 살이에요? S: 아! 저는 열 살입니다.
T: 이라는 참 예뻐요. S: (알아듣고 웃음)
T: 한국 좋아요? S: 네, 좋아요.
T: 왜 좋아요? S: 왜? 음... 디즈니랜드.
T: 한국어 재미있어요? S: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нтересный? 
                                             (번역: 한국어가 재미있냐고요?)
T: (끄덕끄덕) S: 네, 한국어는 재미있어요.

33) 2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한국어 수업에 관한 자유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1년 동
안 자녀가 한국어 수업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 수가 없다’, ‘한국어 수업에 체계가 없다’, 
‘한국어 시간에 그림만 그리고 논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L교사의 수업 방법이 학부모
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K 교사는 현지 교회의 목사이다. 슈콜라에서 교사로서 일을 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한
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봉사정신과 교사로
서의 투철한 소명의식이 보였다. 카자흐스탄 출신의 고려인으로 북한말의 유습에 의한 부자
연스러움이 다소 남아 있지만 본인의 노력으로 이미 상당 부분 극복하고 있었다.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모두 유창하고 멀티미디어 기자재 활용이 능숙하며 흥미롭게 수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어 교사이다. 

35) T는 교사의 말, S는 학생(1人)의 말, SS는 학생들(복수)의 말을 전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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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9학년의 인터뷰 
(8년간 교사들의 잦은 교체로 연계성 없는 학습)

T: 이름이 뭐예요? S: 아르쫌.
T: 아르쫌, 이름이 예뻐요. S: 응? Что такое ‘예뻐요’?
                                                    (번역: ‘예뻐요’가 뭐예요?)
T: 몇 살이에요? S: ....
T: Кто знает? 몇 살이에요? S: ....
   (번역: ‘몇 살이에요’, 아는 사람?)
T: Сколько лет?                    S: 십오.
   (번역: 몇 살이에요?)

  T: 몇 살이에요? S: 저는 십오.
T: 몇 살이에요? S: 저는 십오..입니다.
T: 한국에 가고 싶어요? S: 한국어... корейский язык....
                                                         (번역: 한국어)
T: 한국에! S: 아! 한국에! 

SS: (합창으로) 한국... Корея!
SS: В Корею! 

                                                 (번역: 한국에)
SS: 아! Хочешь в Корею?

                                                    (번역: 한국에 가고 싶으냐고요?)
T: Молодец. S: Я уже ездил. 
   (번역: 잘했어요)                                    (번역: 저 벌써 다녀왔어요)
T: 와! Уже ездил? 
   한국에 벌써 갔다 왔어요? S: Да. 
                                                (번역: 네)

 T: 언제 갔어요? S: ....

T: 언제! Когда?                S: ....
         (번역: 언제?)
T: 언제 한국에 갔어요?         S: ....음... 한... 한년... назад. 
                                                             (의역: 1년 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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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터뷰에 참가한 4학년 학생은 3년째, 9학년은 8년째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다. 그러나 위의 사례는 한국어 능력이 학습 기간과 관계에 비례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수사와 관련해서 4학년은 ‘열 살’이라고 정확히

표현한 반면, 9학년은 ‘십 오 살’, ‘한 년’ 등 올바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였다. 

어휘에서도 4학년 학생은 ‘예뻐요, 한국, 한국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응답하였으나, 9학년은 ‘예뻐요’를 알지 못하며 ‘한국’과 ‘한국어’를 혼동하고 있

음이 확인되었다. 같은 학급 내의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아 이

것은 인터뷰에 응한 학생 개인의 실력의 차이라기보다는 4학년과 9학년 두 그

룹 간의 한국어 능력의 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학습 연한이 길어진다고 하여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이 저절로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학습 연한에 비례하는 수업의 내용과 질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

는 것이다. 현재 러시아의 실정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업

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 기간에 따라 한국어 능력이 더

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학년 간 위계화 된 교육 내용의 개발이 필요하다. 체계적

이고 위계화 교육 내용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한국어교육이 가능해짐으로써 교

사나 교재 등의 변수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총체적 언어접근법과 어린이 한국어교육

본고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은 발달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그 이상의 연령대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 학습을 효

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 특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를 위하

여 초등학교 어린이 학습자의 발달 단계적 특성이 언어학습에 어떻게 고려되어

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 언어학습의 관점에서 총체적 접근법

의 개념과 원리를 살핌으로써 총체적 언어접근법이 어린이의 발달 단계적 특징

에 가장 적합한 이론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제까지 논의되어 온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한계점이 무엇인지 살피고,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방

법론이 아닌 개념적 관점에서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대하여 재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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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개념

총체적 언어접근법은 교수 방법(method)나 교수 모형(model)이라기보다는 학

습자들의 언어 사용을 격려하고 권장하는 교수 철학이며 교수 접근법(approach)

이다(브라운, Brown, 1994). 이러한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양상의 언어 교수법들이 구현되고 있다36). 

총체적 언어접근법은 구성주의의 입장을 취하는데 이것은 어린 아이가 모국

어를 배우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학습(natural learning)’에 기초하는 것이다. 

즉 어린들이 모국어를 배울 때 발생하는 가족과의 대화, 그림책의 경험 등을 통

해 구어와 문어적 경험을 하며 나름대로 지식을 구성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실

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언어 학습 이론이다. 총체적 언어 교육의 인식

론은 세계는 통합되어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즉 언어 요소를 문자 해독과 문

법, 어휘, 낱말 인식 등의 구성 요소들을 위계적으로 분리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이다. 

총체적 언어접근법에서는 언어 교육의 ‘실제성’과 ‘통합성’을 강조한다. 이것

은 기존의 획일화된 언어 교육에 반대하여 등장한 언어와 학습, 학습자에 관한

하나의 관점이며 철학으로 볼 수 있다. 총체적 언어접근법은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전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 하에 내용 이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언어 교육에 역점을 둔다. 언어 학습을 각각의 개별적인 언어 기능의 습득으로

보지 않고 듣기․말하기․읽기․쓰기가 하나로 통합된 과정으로 여긴다. 

또한 의미 이해에 중점을 두고,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강조하며, 개인의 필요

와 흥미에 맞도록 기능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중시한다. 그리고 총체적 언어접근

법을 적용한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들이 자신의 필

36) 언어의 4기능을 연관 지어 지도하는 통합 언어 지도법(integrated language approach), 
타 교과의 내용을 영어 학습 내용과 통합하여 지도하는 내용 중심 교수법(content-based 
instruction), 학습자를 중심으로 조사 연구 등 다양한 학습 방법으로 한 가지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주제/화제 중심 교수법(topic/theme- based instruction), 실제 언어 환경 
맥락에서 언어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기능/과제 중심 교수법(function/task-based 
instruction),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언어 자료로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언어 경험 교수법
(language experience instruction), 담화가 일화 신상 이야기 구조로 구성되면 담화 내용
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다는 일화 신상 가설(the episode 
hypothesis)에 의한 이야기 교수법(storytelling) 등은 모두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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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와 목적에 따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게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교수방법은 학습자가 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과정에서 언어 학습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실제 담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자연스런 언어 학습을

강조한다. 의미가 없는, 그래서 아동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킬 수 없는 학습은

아무런 유용성이 없다고 본다. 피아제(Piaget)를 포함한 구성주의 철학은 학습자

들이 자기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서 학습하고 그들 자신의 세계를 구성한다는

‘학습자의 능동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기본 철학이 되고

있다. 반성적 사고를 강조한 듀이(Dewey)37) 역시 여러 분야의 학문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하고 공통된 세계 안에서 상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고 보고, 언어와 다른 교과의 통합에 대한 이론적 틀을 마련함으로써 총체적 언

어접근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 총체적 언어접근법은 학생 중심․경험 중심의 교육 접근법이며, 언

어 체계의 모든 자질의 사용을 강조한다. 따라서 교육은 언어 처리과정의 네 가

지 기능인 듣기․말하기․읽기․쓰기가 통합되어 이루어진다. 이들 4가지 언어

기능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긴밀한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정의는 넓게는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과목별로 분산시키

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좁게는 듣기․말하기․읽

기․쓰기의 기능 통합과 관련해 언어교육 자체에 국한되기도 한다. 굿맨(Goodman, 

1986)은 이에 대해 <표 8>과 같이 총체적 언어접근법과 일반적인 경우를 비교하

여 설명하고 있다38). 총체적 언어접근법은 언어가 실제적이고 자연스러울 때, 의

미의 덩어리(whole)일 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때, 흥미로울 때, 학습자와 관련

이 있을 때, 학습자에 해당할 때, 실제 사건의 일부일 때, 사회적 실용성이 있을

때, 학습자가 언어를 선택할 때, 학습자가 접근할 수 있을 때, 학습자가 사용할 권

한을 가지고 있을 때 언어 학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37) 듀이(Dewey, 1913)는 통합교육은 유아들과 관련 있는 학습경험을 가질 기회를 많이 갖게 
되므로,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쉬우며, 특히 어린이들은 지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맥락을 통해 흥미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38) 굿맨(Goodman, 1986)은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개념을 바람직한 언어 학습의 과정 측면에
서 ① 언어기능이 언어형식보다 먼저 발달하며, ② 전체에서 부분으로 학습하며, ③ 먼저 
어떻게 의미하는지를 배우며, ④ 언어발달 과정은 학교 안에서나 학교 밖에서나 똑같은 방
법으로 이루어지므로 학교 안에서의 언어 교육은 자연어 발달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며, ⑤ 
학습자가 학습 활동의 과정을 소유하고 결정하게 해야 하는 언어학습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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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학습이 쉬운가? 언제 학습이 어려운가?

실재적이고(real) 자연스러울 때(natural)
전체적일 때(whole)
의미가 있을 때(sensible)
흥미가 있을 때(interesting)

학습자와 관련이 있을 때(relevant)
학습자에게 속할 때
(It belongs to the learner)
실제 사건의 일부일 때(real event)
사회적 유용성이 있을 때(social utility)

학습자가 사용하기로 선택할 때
(The learner chooses to use it.)

인위적일 때(artificial)
단편과 조각으로 쪼개어질 때(broken)
의미가 없을 때(nonsens)
지루하고(dull) 흥미가 없을 때

(not interesting)
학습자와 무관할 때(irrelevant)
다른 사람에게 속할 때
(It belongs to somebody else.)
상황 밖의 일일 때(It's out of context.)
분별되는 목적이 없을 때
(no discernible purpose)
타인에 의해 떠맡겨졌을 때
(It's imposed by someone else.)

<표 8> 총체적 언어 VS 일반적 언어 (굿맨, Goodman, 1986)

전통적인 외국어 교수법들은 대부분 상향식(Bottom-up)으로 어휘나 문법을 배

운 다음에 의사소통 활동을 하도록 교재나 교수법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최

근에는 의미와 맥락이 중시되는 하향식(Top-down)39) 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즉, 언어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익히는 활동에만 전념하기보다

는 총체적 언어에 접하면서 필요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학습 활동

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학생들은 이런 상황에서 언어가 쓰이는 맥락의 이해와

활동을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게 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총체적 언어접근법이 지향하고 있는 학생 중심, 맥락 중심, 

이해 가능한 입력 중심, 기능 중심의 명제는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내

용과 방법을 설계하여 러시아 초등학교 한국어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내용 및 적용 방안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9) 하향식 교수법은 총체적 언어접근법보다 그 의미가 넓어, 총체적 교수법이 하향식 교수법
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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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동 문학을 활용한 총체적 언어접근법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

는 간단하고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특히 듣기와 말하기 능

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은 아직 어리고, 교과 교

육으로 영어를 처음 접한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체계와 교육 방법은

중․고등학교 영어교육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어린이 학습자들의 특

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힐(Hill, 1990)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4

학년까지의 4년간을 ‘결정적 시기40)’라고 불렀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인지

적․신체적․정의적․언어적으로 성장 발달 과정 중에 있고 각 기능이 상호 의

존적이어서 어느 한 쪽이 발달이 지연된다면 다른 부분의 발달도 원활이 이루

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어린이 학습자의 특성에 대하여 신귀옥(2002)은 인지적․신체적․정

의적․언어적 특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 인지적 특성이다. 이 시기는

피아제(Piaget)가 구분한 어린이의 발달 단계 중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 period)에 속한다. 이때 어린이들은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지만, 추상적

인 것보다 구체적 사실에 우선하여 사고한다. 또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세계, 

즉 지금—여기(Now and Here)에 집중하기 때문에 새롭게 배우는 언어가 지금

여기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쓰이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지금 당장 효용

이 없는 말에는 인내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러시아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

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도 어린이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언어를 학습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실제성(Authenticity)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신체적 특성이다. 어린이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

다(할리웰, Halliwell, 1996; 이완기 외, 1998). 어린이는 활동적이며 즐거움을 느

낄 때 가장 잘 배운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들이 전신을 이용해 학습할 수

40) 스코트와 이트리버그(Scott and Ytreberg, 1990)는 어린이가 극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는 대체로 5세에서 10세 전후이며 특히 7, 8세의 어린이들은 인지의 조작 속도가 다를 
뿐, 인지의 조작 과정은 어른들과 거의 같아진다고 했다. 로잔스키(Rosansky, 1975)도 피
아제 가설의 타당성을 시사하면서 어린이가 어른보다 언어를 잘 배우는 이유는 렌네버그
(Lenneberg)가 주장하듯이 ‘생물학적인 결정적 시기’ 때문이 아니라 ‘인지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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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수업시간에도 오감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정보 차이를 이용한 활동

(information gap activity), 조사 활동(survey), 역할놀이(role play), 게임(games), 

전신반응 활동(TPR: Total Physical Response), 마임 이야기(mime story) 등은 초

등 학습자의 왕성한 활동성을 이용할 수 있는 학습 활동으로 어린이의 신체의

움직임뿐 아니라 언어의 인지기억에도 매우 효과적이다.

셋째, 정의적 특성이다. 초등 학습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인 학습자와 다

른 정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어린이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

간41)은 5분에서 15분 정도로 짧다(스코트와 이트리버그, S & Y, 1990). 그러므

로 같은 내용이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어 수업 시간이 재미있고

활기차고 신나도록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② 어린이는 풍부한 상상력이 있

다. 비현실적인 것도 어린이의 상상과 환상의 세계에서는 실제로 받아들여진다

(할리웰, Halliwell, 1996). 이는 동화와 같은 상상의 이야기들이 어린이들에게는

훌륭한 언어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③ ‘어린이들의 놀이와 재미

에 대한 본능’이다. 역할 놀이나 드라마, 게임과 문제 해결, 노래와 챈트(chant) 

등이 어린이들의 언어 학습에 자주 이용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흥미 있

는 과제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동안 언어를 무의식중에 간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언어적 특성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모국어의 유능한 사용자이며, 이에

관련된 문장구조의 주요 규칙들을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우선 어

린이는 의미파악 능력이 뛰어나다. 어린이는 대상에 관해 일부분을 파악하기 전

에 전체를 먼저 파악한다. 개개의 단어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말의 의미

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목표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에 임한다 하더라도 억양이나 제스처 표정, 행동과 상황들을 이용하여 주어

진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에

게 언어를 너무 여러 개로 토막 내어서 준다면 어린이들은 전체와의 관계를 보

지 못하기 쉬우므로, ‘전체에서 부분으로(Top—down)’ 이해할 수 있는 총체적

언어접근법이 효과적이다. ② 그리고 어린이는 창의적인 언어사용 능력을 갖고

있다. 제한된 언어 자료만으로도 그것들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창의적으로 사용

41) 어린이들이 성인에 비해 반드시 짧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지루하거나, 소용이 없어 보
이거나, 너무 어렵다고 생각될 때에는 주의집중 시간이 짧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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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의사를 전달한다42).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가르치기보다 어

린이들이 의사를 전달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영어로 표현하도록

하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끝으로 ‘간접 학습’의 능력이다. 어린이

들은 언어의 형태나 문법 사항들을 의식적으로 학습하는 능력은 미숙한 반면, 

간접적인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므로 이 특성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실

제로 해볼 만한 재미있는 과제를 부여하여 언어 사용의 기회를 주고, 이들의 의

식이 과제 수행으로 이어졌을 때 잠재의식적으로 언어 습득이 내면적으로 일어

나 바람직한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 이때 이미 모국어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학습 속도가 더 빠른 경향을 보인다. 모국어에서 배운 개념이 외국어 학습에도

잘 전이되기 때문이다. 

2.2.1. 동화 활용 총체적 언어 교육

이상에서 살펴본 어린이 학습자의 인지적․신체적․정의적․언어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린이들이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지향하여야 한다. 활동 중심의

한국어 학습을 통하여 한국어가 재미있다는 인식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기 위

하여 놀이, 게임, 챈트, 역할극 등, 다양한 교수 방법을 도입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려면 초등학교

학생의 한국어 학습 부담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되며, 또 아동들이 한국어 학습에

대해서 심리적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어린이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동화를 활용

한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도입을 제안한다. 총체적 언어 접근에서 교사는 아동에

게 권위적이고, 명령적인 지시자가 되기보다는 아동의 학습 동료가 될 것을 강

조한다. 또한 학습 자료로서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동화의 형태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자로 하여금 외국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이해 가능한

입력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동화를 활용한 총체적 언어접근법은 어린이들의

외국어 학습(learning)이 아닌 외국어 습득(acquisition)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42) 스코트와 이트리버그(S & Y, 1990)는 영어 학습자의 경우, 봄에 피는 새싹(sprout)을 
‘baby 싹’이라고 자신이 가진 어휘의 한계 내에서 표현하는 등 영어와 모국어를 혼합하여 
부적절하고 정확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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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셴(Krashen, 1993)은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

는 것은 ‘문학적 접근’이라고 하였다. 책을 읽는 것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천이고, 내용을 이해하면서 책을 읽는 것은 읽기와 쓰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영어 책을 많이 읽음으

로써 어휘력, 독해력, 문법에 대한 이해, 쓰기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

명하였다43). 

동화를 어린이 언어교육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라자르(Lazar, 1993)

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언급하였다. 첫째, 문학은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

시키는 좋은 학습 자료가 된다. 둘째, 문학은 언어 습득을 촉진시킨다. 문학을

읽으면 학생들은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문맥을 통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이

해할 수 있다. 셋째, 문학을 읽는 것은 교실 안에서 제한된 입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문학은 전인 교육에 효과적이라

고 하였다. 

베이커(Baker, 1985) 역시 동화가 어린이들의 특성에 맞아 ESL에서 구어 발달

을 위한 좋은 수단이라고 말하였는데, 구어 및 문어의 연속적인 유도를 위한 동

기가 되는 요소이며 어린이의 주의를 빠르게 집중시킬 수 있고 쉽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야기 속에는 교사가 원하는 언어적 현상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말하기 연습이나 문화적, 인지적 발달을 위한 요소들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희숙(1986)은 어린이들은 좋아하는 동화를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차차 ① 언

어구조와 이야기구조에 대해서 어렴풋이 감을 잡아갈 것이고, ② 놀라운 속도로

어휘력이 신장되며, ③ 청취력, 독해력이 개발되고, ④ 집중력이 신장되며, ⑤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⑥ 창의력과 심미감이 개발되며, ⑦ 인지발달이 촉진됨은

물론 ⑧ 인물들의 자기 동일화를 통해서 자신과 삶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 올바

른 인생관,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43) 크라셴과 테렐(Krashen & Terrell, 1983)이 제안한 자연적 교수법(Natural Approach)에 
의하면 외국어를 배울 때는 모국어에 의존하지 않고, 문법적 지식에 대한 의존 없이 의사소
통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또한 모국어를 학습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언어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언어 숙달의 자연스러운 발
달을 통해 외국어를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현재 능력 수준보
다 약간 높은 input(i+1)의 언어를 이해하여 언어 능력을 스스로 키우게 하되, 학습자가 편
안한 마음으로 발화할 때까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등 정서적 여과 장치를 고
려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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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능 통합적 총체적 언어 교육

총체적 언어접근법에서는 ‘통합성’을 강조한다. 러시아 어린이 한국어 교육에

서도 동화와 같이 재미있고 실제성이 높은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에서 부분으로

나아가는 접근 방법으로 언어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총체적 언어접근법에서 ‘총체적’이라 함은 언어를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언어의 기본 단위로서의 덩어리(whole)로 보고, 구어와 문어를 구별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통합적으로 학습함을 말한다. 따라서 언어 학습

의 과정이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4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

육과정 역시 통합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본다.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듣기․말

하기․읽기․쓰기의 언어기술은 각각 별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작용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4 기능을 통합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신장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의사소통 활동에서는 듣기가 차지하

는 비율은 45%, 말하기는 30%, 읽기는 16%, 마지막으로 쓰기는 9%로써 언어의

4 기능 중 듣기의 비중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김은주, 2007 재인용). 

이에 크라셴(Krashen, 1983)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가르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듣기가 원활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는 논리로, 듣기 능력이

발달하면 말하기 능력도 자연스럽게 발달하고 간접적으로는 읽기와 쓰기 능력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배두본(1997)도 어린이들의 언어 발

달은 수용적 언어 능력으로부터 표현을 위한 언어 구성의 단계로 진행한다고

하여 이해 능력, 즉 초등학교에서의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어 수업에서 동화를 활용할 때 유용한 교수법은 ‘큰 소리로 읽어주기

(Reading Aloud)’이다. 어린이들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어 주는 것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읽기와 쓰기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언

어 사용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 ‘큰 소리로 읽어주기’는 어린이

들에게 대리적인 경험과 사상을 제공한다. 교사가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큰 소리

로 읽어주는 것은 어린이의 듣기 능력을 향상시켜 줄 뿐 아니라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여 아동의 마음속에 일생동안 간직하게 될 문학에 대한 애정을

키워준다. 동화를 활용한 러시아 초등학교 어린이 한국어 수업에서도 듣기 활동

을 기본으로 하여, 말하기․읽기․쓰기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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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언어접근법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학습자․실제 언어활동

중심이며,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언어 4기능의 통합적 지도, 실제 텍스트의

이용,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이에 따라 학습자는 목적에 따라서 다

양한 형태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구어와 문어의 모든 다양한 언어 기능들

을 활용할 수 있다.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읽기는 단순히 본문의 해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어린이 자신이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여 맥락적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것에 가치를 둔다. 언어 교육에서 맥락은 매우 중요하다. 맥락을 잘 알고 맥락

과 연결시킬 때 내용 이해나 표현은 쉽게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맥락을 잘 모르

고 그것을 떠나서 이해하고자 할 때 어휘나 문법 등의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 어린이 학습자들에게 그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다양한 한국어 동화책을, 번역하거나 쉽게 바꾸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직접 읽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총체적 언어접근법은 쓰기에서도 글자를 베끼기보다는 창안적 글자로 자신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과 창안적 쓰기(짓기)에 의의를 둔다. 사용언어 맥락의 실제

성을 강조하는 총체적 언어사용 책략은 언어 그 자체만을 위한 언어로 가르치

지 말고 실제적인 내용을 통해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체적 언어

사용 책략적 측면에서 어린이의 외국어 학습에는 ‘표현의 실제성(Authenticity)’

과 ‘자연스러운 맥락(context)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중요한 것은 언

어 자체가 아니라 실제적 언어 상황에서의 의미이다. 

러시아 초등학교 한국어 수업에서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

하여 내용적인 면에서 어린이들의 인지적, 언어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업의 방법 면에서는 어린이 학습자들의 정의적, 신체적 특성을 반영할 것이

요구된다. 어린이 학습자들은 주의 집중시간이 짧고, 움직임이 많으며, 놀이 등

흥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하여 가상의 세계

를 인정한다는 어린이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수업에서 다양한 장면과 활동을

연출한다. 이와 같이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언어 기능 통합적 방법론

은 러시아 초등학교 한국어교육을 위해서도 그 교육적 효용이 높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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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제 중심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재구성

러시아 초등학교 어린이 한국어교육을 위해 중요한 두 가지 과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이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대답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화를’ 가지고 ‘총체적으로’라는 것에서 찾고자 한다. 

동화를 활용한 총체적 언어접근법은 지금까지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제까지의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연구 동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언어의 4기능을 통합하는 방법론적인

관점에 치우친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에 대한 해답 밖에 주

지 못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동화를’이라는 것은 ‘무엇을’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다. 기능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동화를 활용하는 것이 수업의 ‘내용’ 자체라

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화를 활용한 총체적 한국어 수업

에서 ‘무엇을’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언어기능의 통합과 같은 방법론에 국한하여 이해하는

것은, 교육 철학으로서의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본질적 개념을 간과하는 오류이

다.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전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전제 하에 내용 이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언어 교육에 역점을 두는 교육

철학이다. 

총체적 언어접근법에서 강조하는 것은 ‘실제성’과 ‘통합성’이다. 실제성이 높

은 문학 자료를 활용하여 듣기․말하기․읽기․쓰기 기능을 통합하여 언어교육

을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기능 통합’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기능 통합’으

로 축소 해석되고 있는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내용 통합’의 측면에서 재구성하

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내용’

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철학에

맞는 것인지에 관한 해답을 ‘주제 중심의 내용 통합’에서 찾고자 한다. 이를 위

하여, 러시아 어린이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의 어떤 것을 ‘교육 내용44)’

44) 외국어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쿡(Cook, 1999)은 ‘무엇을’, 즉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 다음
과 같이 제안을 하였다. 첫째, 교육의 도달목표를 학습자에게 적절한 것으로 해야 한다. 둘
째, 교육내용에 학습자가 흔히 경험하는 상황과 역할을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교재는 성공
적인 학습자가 실제로 사용한 언어자료(corpus)를 수집․기술한 것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 수업에서 학습자의 모국어 활용을 금기시(禁忌視)하지 말아야 하며 의미의 이해와 교
실활동을 위한 수단 등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습자들에게 현실적 도달목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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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을 것인지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교수할 것인지에 대한 논

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총체적 언어 교육의 내용으로서 문학의 교육적 가치는 널리 인식되어 왔다. 

문학은 특정 사회에서 오랜 기간에 거쳐 형성된 지식, 태도, 사상, 가치관, 정신, 

관습 등을 내포하고 있어, 문화 이해의 폭을 넓혀 준다는 측면에서 문화 교육의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교육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문학은 다양한 맥

락에서 언어의 사용 양상을 보여 주어 학습자의 언어 해석적 능력 및 담화 능

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훌륭한 언어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

다(서희정, 2006 재인용). 

윤여탁(2005, 2007)은 문학 작품이 언어활동의 구체적인 실현태이자 살아 있는

언어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교육은 곧 언어교육 자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언어교육에서 문학은 언어활동의 본질을 위해서 중요한 교

수-학습 제재이자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문학 언어가 일상 언어나 과학

적 언어와 구별되지만, 실제로는 문학 언어가 일상 언어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언

어 학습에 유용한 자료45)가 된다고 하였다. 올러(Oller, 1983)는 어린이들의 외국어

학습에서 교육적․문화적․사회적․언어적 가치들을 가지고 있으며 동기를 유발하

며, 의사소통 의욕을 자극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동 문학이라고 하

였다. 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오늘날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 언어교육에서 아동 문학을 활용할 때에는 통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한

다. 이는 어린이는 일상생활에서 듣기․말하기․읽기․쓰기․셈하기․노래 부

르기․요리하기․그림사전 이용하기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전체적 맥락에서

학습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통합이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한다는 것

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성인은 분절되어 소개되는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이해하

지만, 아동들은 분절된 개념이나 원리보다는 자신들 스스로 재구성한 통합된 지

식을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여 주는 내국인 교사가 원어민 교사보다 더 바람직하다(황적륜, 2000 재인용). 
45) 문학 언어가 일상 언어와 가까운 점은 문학 작품이 관용어, 속담과 같은 문화적 표현이나 

문학적 표현으로 구사된 사투리나 의성․의태어 등을 학습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
한 묘사하기, 이야기(서사)하기, 비유하기, 상징하기, 풍자하기, 전달하기 등의 고급스러운 
언어 능력까지 함양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료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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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아동 문학을 통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문학과 다른 교과를 통합하는 ‘교과중심 아동 문학 통합방법’이고, 둘째

는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주제를 정해 놓고, 그 주제에 맞는 다양한 문학 작품

을 선택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주제 중심의 통합방법’이고, 셋째는 교사가 생각

하기에 아동들이 읽으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책이나, 아동의 대다수가 읽

고 싶어 하는 유용한 책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 책을 중심으로 그 책을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에 활동을 전개하는 ‘책 중심 통합방법’이다. 이 중 KFL 

환경의 러시아 초등학교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 ‘주

제 중심의 내용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중심 내용 통합’의 목적은 먼저 어린이의 흥미 및 필요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 대해서 아동의 입장에서 학습을 내면화하도록 돕는데 있다. 

총제적 언어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러시아 초등학교의 한국어 수업에서 ‘동화’는

한국어의 리듬, 구문, 문법, 표현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

다. 이 활동에서 아동들은 문학 작품을 딱딱하게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양한 문학 작품에 대해 더욱 다양한 활동을 첨가하여 구어로 새롭게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래 부르기, 합창으로 읽기, 패턴 문학, 이야기 듣기, 율동하며

노래하기, 드라마, 애니메이션, 움직임 활동, 빅북(Big Book) 만들기, 함께 읽기, 

혼자 읽기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활동중심으로 통합교육을 시도할 경우, 어떤 주제를 정해

놓고, 그 주제를 위한 교과별의 활동을 정한 후, 차시별로 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주제 중심의 통합방법’이다. 이를 통하여 아동은 그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해볼 수 있고, 충분한 동기유발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주제의 연관성도

학습하게 된다. 김현진(2000)은 ‘주제 중심의 통합방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아동의 흥미에 맞는 주제에 대해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학습자의 진정한 내면의 학습이 가능해진다. 둘째, 동화, 동시, 동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활동 자료를 통하여 학습하는 것이므로 주제에 대한 다양한 문학 작

품을 접하게 된다.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통해 다양한 체

험이 가능하다. 셋째, 주제에 대한 다양한 문학작품을 접하게 되므로 문학에 대

한 새로운 시각과 가치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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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중심의 내용 통합 학습이 어린이 외국어 교육에 바람직한 이유를, 홀더

스니스(Holdersness, 1994: 19)는, 언어학습에 중요한 요인인 ‘상황맥락’, ‘의미’, 

‘목적’의 세 가지 측면에서 들고 있다. 첫째, ‘상황 맥락’이다. 어린이는 학습내

용이 자신의 경험에 들어맞을 때 학습에 적극성을 띠고 더 잘 이해한다. 어린이

에게 문장과 분리된 단어는 의미가 없으며, 상황맥락이 배제된 문장은 이해하기

힘들다. 상황 맥락이 배제되어 서로 일관성 없고 무관한 전통적인 언어 연습은

어린이들의 머릿속에 혼동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둘째, 상황 맥락과 관련된

것으로 ‘의미’이다. 선정된 주제가 어린이의 경험이나 흥미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을 때 주제 중심 학습은 어린이에게 더욱 의미가 있다. 주제의 내용이 흥미로

운 것일 때 어린이는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게 되며, 주제의 내용에 집중하면서

깊이 주제를 탐험하며 피상적인 언어 연습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욱 자극적인

도전을 받고 언어학습에 임하게 된다. 셋째, ‘목적’이다. 중심 주제는 어린이에

게 흥미로운 내용, 상황, 맥락, 그리고 의미를 보장해주며, 이 요인들이 상호작

용함에 따라 어린이는 언어를 학습하고 일반교과 내용을 학습해야 할 진정한

목적을 갖게 된다. 언어학습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통한 교과내용을 학습하기 위하여 언어를 학습해야만 하는 목적이 발생하는 것

이다(김현진, 2000 재인용). 

즉, 주제 중심 접근법이 바람직한 이유는, 학습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드는 분

명한 상황 맥락을 제공하며, 언어 학습과 언어사용에 진정한 목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또한 주제 중심 접근법은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며 언어학습

능력을 강화해준다. 주제는 그 자체가 흥미로운 언어학습 내용을 제공한다. 어

린이 학습자를 위한 교재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주제로는 ‘가족과 친구’, ‘신

체’, ‘축제’, ‘장난감과 게임’, ‘옷’, ‘서커스’, ‘마술’, ‘동물과 동물원’, ‘우리 동

네’, ‘날씨’, ‘영화 및 TV', '우주’, ‘음식’, ‘가게’, ‘괴물’, ‘유명 인사’ 등이 있다. 

이러한 주제들이 많이 애용되는 것은, 어린이의 실세계를 소재로 하여 가정과

학교를 연결해 주고 일반지식과 학과지식을 언어 학습에 이용할 수 있게 해주

며, 어린이의 관심거리를 소재로 하여 언어학습 동기를 높이고 재미를 제공해주

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실 세계 및 상상 세계에 걸친 넓은 영역의 자료 사용

을 제공해주며, 다른 교과 영역에 유용한 개념이나 학습 기술을 강화해주기 때

문에 학습자들의 교육적 필요 및 요구에 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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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L 환경인 우리나라의 7차 교육 과정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영어에 자

신감과 흥미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놀이, 노래, 챈트, 게임 등의 활동 중심

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권장하고 있다. 많은 논문들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적인 활동들 이외에도 인형극, 스토리텔링, 마임스토리, 챈트, 역할놀이, 소집단

협동 학습, 인터뷰과제, 미니북 등과 같은 활동이 초등학교 학습자의 영어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홍진옥(2002)은 영어로만 진행하는

초등영어 수업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면 학습자들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임병빈 외(2005)와 문인정(2005)의 연구에서

도 초등영어 학습 활동으로 스토리텔링이 실제성(authenticity)이 높으며 듣기와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스토리텔링을

수업에 사용하려면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과 교과 내용에 맞는 다양한 수업 모

형을 개발하고 교재에 맞는 적절한 스토리 북을 선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한국어를 학교에서는 학습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사용할 기회가 없는 러시아

와 같은 KFL환경에서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어

린이들에게 ‘동기’와 ‘흥미’를 줄 수 있는 흥미 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 지금까지 러시아 초등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인지적 능력의 요구가 크고, 상

황맥락이 배제된 상황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어린이 학습자의 ‘동기’와 ‘흥

미’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논의한 바와 같이, 아동 문학은 ‘실제성’과 ‘맥락성’이 있는 생생한 언어자료

와 풍부한 상황 맥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KFL 러시아 초등학교 어린이 한국

어 교육에 유용한 교육 자료이자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러시아 어린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 동화를 활용할 때에 주제 통합 중심 총체적 언어수업을

구안할 수 있다. 교사가 주제별로 묶인 내용을 가르칠 때 수업의 초기단계에서

도 동화(story), 애니메이션, 노래, 편지, 초대장 등, 실제적(Authentic) 자료를 텍

스트로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상황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 어린이 학습자들

에게 ‘실제적인’ 것은 또한 가장 흥미로운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하는 과제, 사회적인 맥락이나 언어적인

맥락 안에서 언어를 학습하게 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내재화가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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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 어린이 한국어교육에서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의의

오늘날의 언어 습득이나 언어 학습 이론은 정확성보다 유창성을, 용법보다 사

용을 중시하는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을 언어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KFL 환경의 러시아 학습자들은 교사나 교재를 통하여 유창성보다는

정확성을, 사용보다는 용법을 배우고 있다. 그리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시작하여 길게는 10년 가까이 한국어를 학습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한국어의

입력을 제공받지 못하고, 유창하게 사용할 만한 출력의 기회가 부족하여 학습자

들은 점점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러시아 초등학교 어

린이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나 제2언어로 학습하는 어린이들에 비해 한국어 문자

나 발음, 어휘, 표현 등을 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

국어를 습득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최대한 많이 한

국어에 노출시키고 한국어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활동을 할 필요가 있

다. 

KFL이라는 러시아의 환경적 특수성과 어린이의 발달 단계적 특수성46)을 고

려할 때에 러시아 초등학교 한국어 수업에 동화책을 활용한 총체적 언어접근법

의 도입이 적절하다. 동화책은 다양하고 풍부하며 실제적인 언어 자료를 흥미롭

게 접하게 하는 학습 자료가 될 것이다. 자발적인 동화 읽기를 통하여 KFL 환

경이 주는 언어 자극의 한계점, 그리고 러시아 교사들이 갖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이라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한국어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동화를 활용한 한국어교육을

통하여 한국어 학습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러시아 학생들이 유의미한 맥락 속

에서 내용으로 한국어를 접하게 되어 입력과 저장과 재생에 용이하도록 하며, 

내적동기와 흥미를 고취시켜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동화를 활용한 러시아 어린이의 한국어교육을 연구할 때에 다음과 같은 어린

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어린이는 인지적 특성 상 실제성

(Authenticity)이 높고 지금—바로(Now and Here)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에

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실제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언어적 경험은 어린이

46) 어린이는 성인과 다르므로 그들이 갖는 독특한 인지적(현재성과 실제성), 신체적(움직임, 
감각성), 정의적(짧은 집중력, 풍부한 상상력, 탁월한 유희능력), 언어적(전체적 의미파악, 창
의적 언어사용, 간접학습능력)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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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키기 힘들다. 실제적이지 않고 맥락이 없이 무의미하

게 반복되는 학습은 어린이들에게 실패나 좌절감을 안겨 줄 수 있다. 적은 양을

가르치더라도 곧바로 어린이들이 활용하여 말하기․쓰기 등의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교육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어린이는 전체에서 부분으로(Top—down) 의미를 파악하고 창의적 언어

사용 능력과 간접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모호한 것으로부터 맥락을 통하여

의미를 파악해 내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탁월하므로 아동 문학을 활용한 수업

에 대한 효과가 어른들의 기대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업에

서 활용되는 자료를 모두 다 이해시키려고 설명하기보다는 유의미한 맥락이 있

는 자료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함으로써 어린이들 스스로 이해의 범위를 넓혀가

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림책이나 동화, 동시를 비롯한 문학 작품을 활용한 언어교육 방법은 어린이

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의미 있는 맥락을 제시하기가 용이하여 오래 전부터 어

린이 언어교육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오고 있다. 특히, 수준 높은 문학 자료는

어린이들의 생각을 자극하며 어린이들을 매료시킨다. 그러므로 문학은 일상생활

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스트라세르와 세플로차, Strasser & 

Seplocha, 2007), 이를 통해 고차원적인 사고의 사용, 표현 언어뿐 아니라 음운

에 대한 인식을 북돋아 주는 것과 같은 행위를 수반하여 어린이들의 언어 능력

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교실 한국어 수업에서 동화, 동요, 애니

메이션 등의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한국어를 많이 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동화47)를 활용한 총체적 수업에서 교사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하

기 보다는 맥락을 강조하여 전체적인 내용 이해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필요

가 있다. 비록 어린이들이 동화에 나오는 어휘와 표현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교

사가 큰 소리로 읽어주기(Reading Aloud)를 반복하면 어린이 학습자들은 교사의

목소리, 표정, 그림책의 삽화 등을 통하여 내용을 이해하려고 집중하게 된다. 그

리고 이러한 자발적인 집중은 동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 아니

47) 동화는 어린이에게 흥미 있고 의미 있는 상황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며, 동작으로 표현해 보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특히 반복적
인 대화, 리듬감이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 또는 행동어가 나타나 있는 이야기에 더욱 흥미를 
느낀다(서덜랜드와 알버트넛, Sutherland & Arbuthno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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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신의 감각기관을 활용한 경험은 기억 속에 저장되는 시간을 늘려주는 장

점이 있다. 

이상으로 어린이 학습자의 특징과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

면서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러시아 초등학교의 KFL 한국어교육의 내

용과 방법을 구안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장기적 교육 목표의 수립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정서적․인지적

으로 미성숙하고, 언어적으로도 아직 발달해 가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한국어

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보다는 흥미와 호기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어를 공

부하는 것,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르는 것, 그리고 한국

의 문화와 자국인 러시아 문화를 함께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르는 것으

로 한국어교육의 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둘째, 실제적 교육 내용의 제시이다. ‘지금 여기에서(Now and Here)’ 즉각적인

효용이 가능한 것에 흥미와 집중을 보이는 초등학교 어린이 한국어교육은, 실제

성이(Authenticity) 높은 한국어 자료를 부분이 아닌 전체로 접할 수 있도록 총체

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고 재미있는 맥락과 상황을 갖는

언어 제시를 통하여, 심리적으로 외국어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자연스럽

게 언어가 습득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이는 러시아 어린이들이 한국어도 모

국어와 같이 의사소통의 한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통합적 교육 방법의 제공이다. 어린이의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의 과정

과 마찬가지로 언어 기능면에서도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4기능을 통합적

으로 사용하여 한국어 능력을 점진적으로 함양시킬 수 있는 총체적 언어접근법

이 적합하다. 초등학교 학생은 자기 실생활의 감각과 경험이 사고와 행동에 깊

이 작용하며 호기심이 강하므로 감각과 놀이를 중심으로 한 체험 학습을 통하

여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기능을 통합하여 총체적으로 제공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러시아 초등학교의 한국어교육은 어린이 학습자들의 인지적, 신체

적, 정의적,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감각과 놀이에 의한 체험 학습의 기회가 되

어야 한다. 스스로 체험을 통하여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친숙감과

흥미를 길러 주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긍정적 성취감은 내적동기로 이어져

미래의 성공적인 한국어 학습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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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러시아 초등학교 어린이 한국어교육의 실제

Ⅱ장에서 러시아 학교의 현황을 파악하면서 본 연구자가 문제점으로 인식한

것은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동기의 결여가 한국어 학습의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총체적 언어접근법에서 찾을 것을 제언하

였다. 

따라서 Ⅲ장에서는 앞장에서 파악된 문제점에 대하여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수업이 얼마만큼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자 한다. 

본장의 연구 실험을 통하여 러시아 초등학생 한국어교육에서 신장시키고자 하

는 정의적․인지적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의적 영역에서

는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학습동기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 이는

학습자의 흥미와 의욕 부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현지 한국어 교사들

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음으로 인지적 영역에서 학습자의 한국어 읽기 능

력의 신장을 목표로 한다. 이는 한국어 학습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KFL 환경에

서 자기주도적인 독서가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에 교육의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1. 연구의 개요

본 연구는 예비 실험과 2 차례에 걸친 본 실험으로 나누어, 3단계에 걸쳐 실

시되었다. 1단계 예비 실험의 목적은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한국어 수

업이 러시아 초등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피고자 함에 있다. 

2007년 2월, 2주 동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A학교 초등학생 1~4학년, 41명을

대상으로 실험 수업을 실시하였다. 학년별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총 4차시에

걸쳐 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을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실험 수업 이후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하여 실험 목적의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

였다.

본 실험은 다시 1차 질적 연구와 2차 양적 연구로 구분된다. 본 연구의 2단계

실험에 해당하는 질적 연구의 목적은 총체적 언어접근법이 어린이 한국어교육

에서 인지적․정의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실험 수업 과정을 통하여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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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호하는 효과적인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비교적 긴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질적 연구 실험인 관계로 러시아 현지에서 실험

을 실시하는 것에 연구자의 지리적 제약에 따르는 한계가 있었다. 그에 대한 대

안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정의 어린이 3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

험 수업은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총 28차시에 걸쳐 연구자에 의

해 진행되었다. 실험의 결과는 수업 과정 중에 과제 수행을 통해 파악된 학습자

들의 인지적 발달의 양상을 분석하고, 학습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하여 정의적인 발달 부분을 다루었다.   

3단계 실험에 해당하는 양적 연구의 목적은 이전에 실시한 1단계와 2단계 실

험의 결과를 종합하여 러시아 초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설계 및 현장 적용하는 것이다. 이 실험을 통하여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바탕으

로 한 한국어 수업이 러시아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한국어 능력과 흥미를 신장

시키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험 수업은 본 연구의 실제 대상이 되는 블라

디보스토크 A학교 초등학생 2~4학년 1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각 학년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총 6개 그룹에 대하여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8주간

총 8차시에 걸쳐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한국어 수업을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실험의 결과는 학생의 평가 자료와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과 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기술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 수업의 개요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9>와 같다.

 

[1단계] [2단계] [3단계]

  

예비 실험 본 실험 - 1차
질적 연구

본 실험 - 2차
양적 연구

목적
 ⇨  ⇨ 

러시아 슈콜라에서 
총체적 언어 수업의 
실현 가능성 확인

어린이 학습자에게 맞는 
총체적 언어 수업의 
내용과 방법 탐구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한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러시아 초등학교 어린이 

학습자에게 적용

<표 9> 실험 수업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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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자료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학습자들에게 가장 흥미롭고도 접근하기 쉬운 문학

적 경험은 동화이다. 어린이들은 동화를 읽으면서 언어적 맥락으로부터 어휘를

학습할 수 있게 되며, 언어의 아름다움과 맛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의 세계를 마음속에 그려나가는 문학적 상상력을 경험하고

발휘하게 됨으로써 문자 및 문학적 의미에의 접근성을 높이게 된다(강문희·이혜

상, 1997; 강병재·하정희, 2000; 오선영, 2002). 

전은실(2006)은 학습 자료로서 동화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

선 동화의 텍스트 구조상의 특성으로 ‘정형성’과 ‘예측성’을 들 수 있다. ① 동

화는 그 다양한 내용에 비하여 비교적 정형화된 유형으로 전개된다. 맨들러와

존슨(Mandler & Johnson, 1977)은 이를 ‘이야기 문법48)’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즉 이야기 속의 다양한 사건과 상황들이 특정한 순서를 따라서 발

생하며 독자는 이러한 정형화된 이야기의 구조에 익숙하며, 이를 이야기의 이해

와 기억에 활용하는 것이다. 

② 이야기의 인과 구조와 관련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예측성(predictability)이

다. 하나의 사건이 불가피하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될 때 독자는 그 결과를 쉽게

추측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어린이 대상의 동화에서는 비슷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예측성을 충족시키고 작은 변화를 첨가함으로써 새로움을 주고

있다(카메론, Cameron, 2001). 

③ 그 다음으로, 동화의 언어적 특징으로 ‘규칙성’과 ‘다양성’을 들 수 있다. 

이야기는 문학적인 장르의 하나로서 여러 가지 언어적인 특징을 나타내며 이러

한 여러 가지 언어적인 장치들은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고 하였다. 첫 번째 언어적 특징은 비슷한 어휘와 발음의 ‘규칙성’이다. 규

칙적으로 반복되는 언어적 패턴을 통하여 어린이들은 새로운 단어나 문장의 구

48) 이야기 문법(story grammar): 이야기에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인물들이 무슨 사건을 어
떻게 벌이고 전개해 나가는가 하는 배경, 등장인물, 사건 등의 3대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
야기는 ‘옛날 옛날에’로 시작하여, 권선징악의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줄거리와 행복한 결말
의 보편적인 ‘이야기 문법’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들은 누구나 이야기를 즐기며, 모국어로 
이야기를 즐기는 가운데 이러한 보편적 특성에 친숙해지기 때문에, 처음 대하는 외국어 이
야기라 할지라도 낯설지 않다. 이러한 이야기의 보편적 친숙감은 어린이들이 영어 이야기에
도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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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반복적 패턴이나 각운, 두운 등과 같이 소리를

일정하게 맞춤으로써 얻어지는 발음상의 효과는 어린이의 흥미를 자극하고 기

억하는데 도움을 준다. 

④ 두 번째 언어적 특징은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단어를 익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라 할지라도 이야기 속의 구체적인 상황

과 사건과 활동의 예측 가능성, 삽화 등 단어의 뜻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이 있으므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단어

의 뜻을 교사가 말로나 그림, 행동 등으로 설명해 주면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 

⑤ 마지막 언어적 특징으로 동화는 서술(narrative)과 대화(dialogue) 부분이 조

화롭게 제공된다. 서술은 일어났던 일을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주로 과거 시제가

사용되고, 대화는 현재 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므로 어떤 시제든지

적절한 시제가 사용될 수 있다(카메론, Cameron, 2001). 이야기 중심의 활동을

할 때 서술과 대화 부분은 각각 적절한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대화 부분은

역할극이나 말하기 연습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서술 부분은 이야기 순서 맞

추기 등의 활동에 적합한 언어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과 대화의 연

습은 한국어교육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데, 문어와 구어를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고 대화 참여자의 관계에 따른 존대법을 맥락을 통하여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의 동화를 통한 문학적 경험을 문자 외에도 그림, 동작, 

소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총체적 언어

접근법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상금(2003)은 “어린이를 위한 문학은 전달 수단을

달리 해야 한다. 읽는 문학이 아니고 듣는 문학, 보는 문학, 행하는 문학이어야

한다. 구연동화, 그림책, 인형극, 극화활동 등이 주요한 매체가 되는 것이다.”라

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로(Lo, 2000)는 문학의 언어가 총체적 언어 프로그램

의 중심이 된다고 보고 총체적 언어와 문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주장도

본 연구의 기본적인 관점을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외국어 학

습을 위해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로, 일반적으로 그림이 위주가 되는 ‘그

림 동화’를 선정하였다. 그림 동화49)란 글(text)과 그림(illustration)이 결합하여

49) 이와 관련하여 패러랜(Parreren, 1989)은 어린이용 삽화가 곁들여진 동화책은 언어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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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엮어가는 책이다. 어린이들은 발달특성상 글자만으로는 이야기를 이해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림 동화는 글은 많지 않지만 글의 내용을 풍부하게 담은

그림을 그려 이야기를 시각화 하여 주어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림 동화의 장르를 세분화하면 [그림 3]과 같다.

전래동화 전래 그림 동화

그림 동화 환상동화 환상 그림 동화

창작동화 생활 그림 동화

사실동화 지식 그림 동화

전기 그림 동화

[그림 3] 그림 동화의 장르 (이대균 외, 2006 재인용)

그림 동화 중에 그림이 많고 그림만 보아도 문장의 뜻이나 책의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는 것을 예측 가능 그림 동화(predictable books)라고 말한다. 김순례

(2000)은 예측 가능 그림 동화가 초등학교 외국어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어린이들이 모국어를 배우듯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

서이다. 엄마들이 읽어 주는 동화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히

는 것을 외국어 교육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토론이라는 언어 장르를 생활

속에서 잘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측 가능 그림 동화의 그림만 보

연스러운 구사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언어의 실제성으로 삽화가 그려진 이야기책
은 어휘와 문장들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언어가 훨씬 자연스럽고 생생한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고 한다. 또한 반복된 언어가 많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저자가 의도한 내용
을 이해하기 쉽고, 저자가 의도한 내용이 삽화에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글과 그림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글의 의미가 쉽게 파악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삽화나 배경 지식을 활용하
여 새로운 단어에 대한 설명을 통해 내용(context)속에서 추측 혹은 추론을 가능케 한다고 
볼 수 있다(최경숙, 200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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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무슨 이야기일까 생각해서 말하게 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발

표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말해 보

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토론 분위기에 익숙해 질 수 있다. 셋

째, 예측 가능 그림 동화를 학습 자료로 사용하게 되면 어린이들의 관심과 흥미

를 지속할 수 있고 이 관심은 곧 공부로 이어진다. 동화는 단순한 흥밋거리가

아니라 듣기․읽기․말하기․쓰기 등의 언어 기능을 모두 익힐 수 있는 활동이

가능한 학습 자료이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예측 가능 그림 동화는 총체적 언어 기능 학습 자료로서

러시아 초등학교 한국어교육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어린이 외국어 교

육에서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4기능을 함께 학습하지 않고 주로 음성

언어인 듣기와 말하기를 먼저, 그리고 문자언어인 읽기와 쓰기를 나중에 지도한

다50). 이와 달리 러시아에서는 음성언어의 사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맥락이 없는

상황에서 의미 없는 문자언어의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학습자들은 문자를 배웠

으나 읽기, 쓰기 능력으로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예측 가능 그림 동

화를 활용하면 교사가 읽어 주는 내용을 들음으로써 듣기 연습이, 질문에 대답

함으로써 말하기 연습이, 다시 학생이 내용을 읽으면서 읽기 연습이, 읽은 후의

감상 등을 그림이나 문장으로 표현함으로써 쓰기 연습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총체적 KFL 어린이 한국어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 

1.2. 실험 동화의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 초등학생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문해 능력의

신장과 한국어에 대한 자발적인 학습동기의 고취이다. 이를 위하여 총체적 언어

접근법의 실현체인 동화(story)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였다. 

동화를 활용한 수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화의 선정이다. 학습자의 수

50) 2007교육과정에 따르면 음성언어는 3학년, 문자언어는 5학년에 도입됨에 따라 초등학교 
3, 4학년의 영어 교재는 듣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읽기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단순한 기능 학습만이 가능하며, 5학년이 되어서야 쓰기가 일부 포함되었다. 그러나 알파벳 
쓰고 익히기, 간단한 낱말 등을 연습하기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6학년에 가서야 4기능
이 어느 정도 총체적인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에 문자의 도입이 너무 늦다는 의견을 반
영하여 2011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자의 도입이 3학년 2학기로 빨라졌다. 그렇기는 하지만 
여전히 음성 언어와 동시에 도입되지 못하고 한 학기 늦게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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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필요에 맞는 동화로 관심과 흥미를 높임과 동시에 학습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와이즈맨(Wiseman, 1992)은 ‘적합성’, ‘내용과 삽화’, 

‘호감도’의 세 가지 측면에서 동화책을 학습 자료로 선정하는 기준을 세웠다. 

즉, 학생들이 이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어휘 및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적합

해야 하며, 내용과 삽화 면에서는 가치 있는 내용이 담긴 삽화로 이야기의 내용

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 화질을 갖추어야 하고, 호감도 면에서는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엘리스와 브루스터(Ellis and Brewster, 1991)는 이야기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언어 수준, 발음, 내용, 삽화, 참여도, 동기 유발, 호기심 자극, 긍정적 태도, 실

제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영미(2006)는 동화

책을 선정할 때, 학습자의 ‘흥미도’와 ‘언어 능력도’를 고려하여 즐거움과 흥미

를 유발하는 책, 그리고 도전감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복적 패턴 연습이

가능한 책을 제안하였다(곽소란, 2008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동화 선정의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동화 활용 수업의 목표, 동

화 활용 수업의 대상의 특성, 동화 활용 수업 방법의 다양성 등의 요소를 고려

하였다. 

먼저 본고에서 동화 활용 수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 학습자들이 총

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동화 활용 수업을 통하여, 흥미롭게 수업에 임하

면서 문해 능력(literacy)과 맥락을 통한 이해 능력이 향상되어 향후 스스로 동화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자발적인 독서가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동화 활용 수업의 대상은 러시아 초등학교 2, 3, 4학년 어린이 학습자이다. 

만 7세에서 10세에 해당하는 어린이 학습자의 인지적, 신체적, 정의적, 언어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에 활용할 동화를 선정하고자 한다. 

끝으로 동화 활용 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동화책을 선정하려면 선정 단계에서 내용뿐 아니라 활용 방법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그것은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수업에서 학습 자료로서의 동화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내용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노래, 율동, 연극 등의 확장 활동도 가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한국어

수업에 활용할 동화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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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언어의 수준이다. 수업의 가장 큰 목표가 한국어 능력의 향상인 만큼

학습자에게 너무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단어와 문장으로 유의미한51) 언어 학습

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 동화 내에서 패턴이 반복적으로 출

현하는 것, 여러 동화에서 유사한 형태의 언어 요소가 반복되는 것 등이 단계적

언어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하다. 둘째, 제재의 실제성이다. 어린이 학

습자가 지금—여기(Now and Here)에서 즉시, 그리고 자주 활용할 수 있도록 어

린이들이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제재를 다루어 주어 KFL 환경에서 학습 동기

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52). 셋째, 활동의 확장성이

다. 동화를 활용한 수업이 내용 이해에 머물지 않고 언어의 4기능을 통합하고

타 교과의 내용까지 총체적인 학습으로 확장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동화가 효과적이다. 넷째, 삽화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동화책은 주로 예측 가

능 그림 동화로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 요소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삽화, 

즉 그림이다. 예측 가능 그림 동화의 삽화는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할

만큼 잘 그려져야 한다. 따라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림을 통하여 내

용을 유추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흥미’와 ‘이해’라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충

족하는 것이 좋다. 

상기의 네 가지 기준 중 연구자가 가장 많이 고려한 것은 언어 수준으로 파

닉스 중심의 글자 익히기를 목적으로 하는 ‘언어 연습 동화(표 3-2)’와 전체적인

의미 파악과 어휘를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이해 동화(표 3-3)’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동화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동화는 언어 연습 동화 26편

(그림책 21권, 전자동화 19편)과 내용 이해 동화 16편(그림책 16권, 전자동화 2

편)으로, 총 42편이다. 언어 연습 동화 26편은 모두 창작동화이며, 내용 이해 동

화 16편 중 창작동화가 14편, 전래동화53)는 2편이다. 

51) 크라셴(Krashen)의 ‘i + 1의 원리’, 즉 이해 가능한 범위에서 새로운 요소가 점진적으로 
추가되어 선행지식과 새로운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자
료가 될 수 있다.

52) 본 연구의 대상 연령인 7-10세 어린이에게 적합한 제재로 다음과 같은 것을 참고할 수 있
다. 신헌재(1994)는 아동의 발달 정도에 따른 이야기의 형태와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그 중 
본 연구의 대상과 유사한 9-11세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주제를 ‘모험, 동물, 전
기,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 역사와 역사 이야기, 발명, 시, 과학, 스포츠, 환상적 이야기’ 
등으로 정리하였다. 임경빈(1998)은 이 주제에 옛날이야기와 창작동화를 더 첨가하여 초등
학교 3학년 어린이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주제별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① 옛날이야기
(16%), ② 동물이야기(10%), ③ 창작동화(8.5%), ④ 과학이야기(8.5%)로 나타났다.

53) 임경빈(1998)에 따르면 한국의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옛날이야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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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42편의 동화는 모두 이야기의 내용, 단어, 구문이 어린이들의 인지발

달 수준과 어휘 수준에 맞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쉽고 재미있

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국내의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이기 때문에 사용된 언어 표현들이 실제성이 높고, 학습 맥락 속에서 사용

된 언어 표현들로서 학습과 동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선정된 42편의 동화 중 33편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이 등장하

고 있어 동물 머리띠 등을 활용한 역할 놀이 등, 다양한 추후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예측 가능 그림 동화의 특성답게 한 페이지에 새로

운 어휘는 10단어를 넘지 않고, 반복적인 표현이 많으며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귀엽고 재미있는 삽화는 어린이의 흥미와 호기

심을 자극하며 예측 가능 그림 동화의 기준인 흥미성과 이해 가능성을 충족한

다.

선정된 동화를 언어 연습 동화와 내용 이해 동화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다음 <표 10-1>에서 <표 10-4>는 언어 연습을 위한 동화이다. 언

어 연습 동화는 다시 목적에 따라 크게 2가지 범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첫째, 문해 능력의 발달을 목표로 내용의 맥락보다는 문해 요소의 위계성을

먼저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프뢰벨 읽기 프로그램54) 도서 29권

중 17권과 동화는 <기차 ㄱㄴㄷ>이 본 연구의 선정 기준에 적합한 학습 자료

로 채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 연습 동화로 프뢰벨 읽기 프로그램을 주로

활용하였다. 동화책과 함께 5분가량의 플래시 동화, 스토리 동화, 파닉스

(phonics), 챈트(chant)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 시청각 및 율동으로 확장 활동이

다양하다. 그리고 자음과 모음이 일관성 있게 제시되어 파닉스와 챈트 등의 활

용이 용이하고 어휘의 형태와 의미가 나선형으로 제시되어 단계별 학습을 실시

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동화의 구체적인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 10-1>의 언어 연습 동화

조사되었지만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와 한국어의 구어 어휘 지식이 부족한 KFL 
어린이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전래동화를 선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54) 도서출판 프뢰벨에서 2009년에 개발된 읽기 프로그램이다. 구성은 ‘낱말읽기 – 한 글자 
읽기 – 낱자 읽기 – 문장 읽기’의 총 4단계로 나선형으로 되어 있다. 총 29권의 그림 동화
책과 더불어 책의 내용을 활용한 노래 연습과 맥락이 있는 애니메이션까지 볼 수 있는 동영
상 자료가 함께 개발되어 있어 책 한권으로 5-6가지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총체적 학습 
자료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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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기초 단계로서 모음 낱글자 연습을 중심으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다.

순서 표지그림 동화 제목 글/그림 출판사 언어 연습 활동

1 상자가 쿵

프뢰벨
읽기 

프로그램

프뢰벨
(2009)

낱글자 
(모음) ㅏ

챈트
파닉스
노래 
율동

영상동화

낱말카드
퍼즐

연극상자
가나다버

스

2 나비가 사뿐 낱글자
(모음) ㅣ

3 누구에게 줄까요? 낱글자
(모음) ㅗ

4 비켜, 비켜! 낱글자
(모음) ㅓ

5 수리수리 마수리
낱글자 

(모음) ㅑ, ㅕ
(자음) ㅇ

6 공룡버스 낱글자 
(모음) ㅜ, ㅠ, ㅡ

7 누구일까요? 낱글자
(모음) ㅐ

<표 10-1> 언어 연습 동화 목록(Ⅰ)

1) <상자가 쿵>의 언어 요소는 모음 ‘ㅏ’의 연습을 위한 것으로 어휘 [상자, 

사자, 하마, 빵, 바나나, 가방]이 제시된다. 동화를 활용한 파닉스 활동으로 문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확장 활동으로 ‘상자, 빵, 바나나, 가방’의 실물 모형

과 ‘사자, 하마’의 동물 머리띠를 활용하여 동화의 내용을 몸동작으로 표현하는

역할 놀이를 할 수 있다. 또한 연계된 애니메이션 동화에서 ‘생일 축하’와 관련

된 내용이 있으므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생일 축하 인사, 축하 카드, 축하 노

래 등의 고급 활동으로 확장이 용이하다.

2) <나비가 사뿐>의 언어 요소는 모음 ‘ㅣ’의 연습을 위한 것으로 어휘 [비, 

나비, 바지, 다리미, 아기]가 제시된다. 동화를 활용한 파닉스 활동으로 문해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연계된 애니메이션 동화에서 ‘글자 물고기 낚시’가 나

온다. 교사가 글자 물고기 교구를 준비하여 학생들과 함께 글자가 쓰인 물고기



- 60 -

를 낚시하는 확장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3) <누구에게 줄까요?>의 언어 요소는 모음 ‘ㅗ’의 연습을 위한 것으로 어휘

[오이, 타조, 토마토, 코끼리, 포도, 똥]이 제시된다. 동화를 활용한 파닉스 활동

으로 문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확장 활동으로 ‘오이, 토마토, 포도, 똥’의

실물 모형과 ‘타조, 코끼리’의 동물 머리띠를 활용하여 동화의 내용을 몸동작으

로 표현하며 실물 모형을 전달하는 역할 놀이를 할 수 있다. 또한 연계된 애니

메이션 동화에서 ‘글자 카메라’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므로 교사가 카메라 모형

의 교구를 가지고 낱말 카드를 활용하여 글자 카메라 놀이를 할 수 있다.

4) <비켜, 비켜!>의 언어 요소는 모음 ‘ㅓ’의 연습을 위한 것으로 어휘 [자전

거, 너구리, 거미, 악어, 거북, 문어]가 제시된다. 동화를 활용한 파닉스 활동으

로 문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확장 활동으로 ‘비켜’라는 표현을 활용하여

교실에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비켜’를 연습하게 할 수 있다. 

5) <수리수리 마수리>의 언어 요소는 이중 모음 ‘ㅑ, ㅕ’의 연습을 위한 것으

로 어휘 [양말, 마녀, 고양이, 염소, 여우, 양]이 제시된다. 동화를 활용한 파닉스

활동으로 문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수리수리 마수리’라는 주문을

연습하도록 하여 추후 다른 동화에서 재생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책은

마녀의 마술 항아리에서 고양이, 염소, 여우, 양이 튀어 나오는 것 같은 입체적

인 시각적 효과가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독특함으로 학생들이 동화책

자체에 흥미를 갖게 될 수 있다. 

6) <공룡버스>의 언어 요소는 모음 ‘ㅗ, ㅛ, ㅜ, ㅠ, ㅡ, ㅣ’의 연습을 위한 것

으로 어휘 [공룡, 우유, 치즈, 주스, 아이스크림, 버스]가 제시된다. 동화를 활용

한 파닉스 활동으로 문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어휘

들로 구성되어 있어 쉽고 즐겁게 몰입할 수 있다.

7) <누구일까요?>의 언어 요소는 이중 모음 ‘ㅐ’의 연습을 위한 것으로 어휘

[개미, 애벌레, 새, 새우, 고래, 무지개]가 제시된다. 동화를 활용한 파닉스 활동

으로 문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동화의 내용이 다른 것에 비해 크게 흥미

롭지는 않다. 그러나 모음 ‘ㅐ’를 고정시켜 놓고 자음 부분을 바꿔 가면서 페이

지를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러한 책 모양의 독특함으로 학생들이 달력

을 넘기듯 손으로 책을 만져보는 등 흥미를 보일 수 있다.

<표 10-1>가 낱글자, 주로 모음 중심의 문해 연습을 위한 동화였다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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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는 어휘의 의미에 중점을 두는 연습이 주를 이루는 동화가 제시된다.

순서 표지그림 동화 제목 글/그림 출판사 언어 연습 활동

8 무엇을 먹을까?

프뢰벨
읽기 

프로그램

프뢰벨
(2009)

어휘
(단어 대치)

챈트
파닉스
노래 
율동

영상동화

낱말카드
퍼즐

연극상자
가나다버

스

9 어디에 있을까요? 어휘
(음절 = 의미)

10 무엇이 똑같을까요? 어휘
(음절 = 의미)

11 안녕! 어휘
(음절 = 소리)

12 나와라, 뚝딱! 어휘
(음절 = 소리)

13 칙칙폭폭 꼬마기차 어휘
(음절 = 소리)

14 바다 가자! 문장
(모음) ㅏ

15 곰이야, 공이야? 문장
(모음) ㅗ, ㅜ

16 모두 함께 랄랄라 문장연습

17 배고픈 공룡 문장연습

<표 10-2> 언어 연습 동화 목록(Ⅱ)

8) <무엇을 먹을까?>의 언어 요소는 음식 이름인 [아이스크림, 케이크, 바나

나, 토마토, 포도, 고구마]가 제시된다. 앞 단계의 문해 연습용 동화에서 제시되

었던 단어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학습자가 학습 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어휘의

의미를 익힐 수 있다. 그리고 책의 구성이 돌림판을 돌리면 원하는 음식과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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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장하는 교구 형태로 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스스로 돌림판을 돌리며 단어

연습에 흥미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함께 연계된 퍼즐을 사용하여 쓰기에 부담

을 느끼지 않으면서 읽기와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고, 역할 놀이 자료로도 활

용이 가능하다. 

9, 10) <어디에 있을까요?>와 <무엇이 똑같을까요?>의 언어 요소는 음절 연습

이다. 같은 음절을 포함하는 두 단어를 제시하여 게임을 하듯 같은 음절을 찾도

록 할 수 있다. 제시된 어휘는 [고양이, 양, 애벌레, 벌, 염소, 소, 공룡, 공, 개구

리, 개, 거북이, 북] / [비, 비누, 비행기, 무, 무지개, 무당벌레, 소, 염소, 코뿔소, 

말, 양말, 얼룩말]로 다소 어휘의 양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의미의 이해보다는

음절의 형태에 대한 인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의미를 익히는 것을 크게 강

조할 필요는 없다.

11, 12, 13) <안녕!>, <나와라, 뚝딱!>, <칙칙폭폭 꼬마기차>의 언어 요소는 음

절 연습이다. 같은 음절을 포함하는 두 단어를 제시하여 게임을 하듯 같은 음절

을 찾도록 할 수 있다. <안녕!>에 제시된 어휘는 [가방—가재, 나무—나비, 다리

—다람쥐, 치마—하마]이다. 여기에는 ‘안녕!’이라는 인사 표현이 나온다. 이것은

내용 이해 동화 중 <안녕하세요>와 동요 ‘인사하기’ 등의 활동으로 확장이 가능

하다. <나와라 뚝딱>은 [치약—하마—치마, 조개—토끼—조끼, 모기—사자—모

자, 버섯—주스—버스, 수달—호박—수박]의 어휘들이 제시된다. 책의 구성은 두

단어의 앞 음절과 뒤 음절을 이용하여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 지는 과정을 직접

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교구의 형태로 제작되어 흥미를 높인다. <칙칙폭폭 꼬마

기차>에 제시된 어휘는 [고양이—고래, 오리—오이, 토끼—토마토, 호랑이—호

박]이다. 이전 단계에서 제시된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나선형의 반복학습

을 통하여 파닉스 연습과 의미 이해를 겸할 수 있어 학습에 용이하다. 

14, 15) <바다 가자!>, <곰이야, 공이야?>는 모음 중심의 파닉스 활동이 음절

단위를 넘어서 단어나 문장 단위에서도 가능함을 보여주며 파닉스 연습과 문장

이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다. <바다 가자!>는 [가자 가자, 바다 가자, 하마

하고, 사자하고, 바나나 배를 타러, 가자 가자, 바다 가자]의 내용으로 모음 ‘ㅏ’

를 중심으로 문장을 구성하였다. <곰이야, 공이야?>는 [곰이 자요, 공을 차요, 

물을 마셔요, 문을 두드려요, 강을 건너요, 감을 따요, 밤을 먹어요, 발을 담가

요, 산에 올라,요 상을 차려요]의 내용으로 다소 난이도가 있는 문장이 맥락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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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파닉스 단위를 단어

와 문장 중에서 교사가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책은 글자판을

돌려가며 받침 글자를 바꿀 수 있는 교구의 형태로 되어 있어 학습자들의 흥미

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16, 17) <모두 함께 랄랄라>, <배고픈 공룡>은 동사 <노래합니다>와 <먹어요>

를 포함하는 문장의 의미를 연습하는 동화이다. <모두 함께 랄랄라>는 [개구리가

노래합니다. 고양이가 노래합니다. 개굴개굴 야옹야옹 오리가 노래합니다. 염소가

노래합니다. 꽉꽉 메~메~ 모두 함께 노래합니다.]로 되어 있어 확장 가능한 활동

은 동물 소리를 활용한 동요 <동물농장>이나 동화 <소리의사> 등으로 다양하다. 

<배고픈 공룡>은 [공룡이 바나나를 먹어요. 공룡이 사탕을 먹어요. 공룡이 수박

을 먹어요. 공룡이 포도를 먹어요. 공룡이 빵을 먹어요. 공룡이 아이스크림을 먹

어요]의 내용으로 앞 단계에서 학습한 어휘들이 주를 이루어 새로운 표현인 ‘먹

어요’에 대한 학습 부담이 적다. 공룡이나 먹을 것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제재

를 다루고 있어 교실에서 러시아어 단어를 넣어서 문장 연습을 할 수도 있다.

이상으로 프뢰벨 읽기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동화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

은 언어 연습 동화의 첫 번째 선정 기준인 문해 연습용 동화 중 마지막 동화로

<기차 ㄱㄴㄷ>이다.

순서 표지그림 동화 제목 글/그림 출판사 언어 연습 활동

18 기차 ㄱㄴㄷ 박은영 
글/그림

비룡소
(2007)

글자
(자음) 기차놀이

<표 10-3> 언어 연습 동화 목록(Ⅲ)

18) <기차 ㄱㄴㄷ>는 빅북(Big book)의 그림 동화로, 아름다운 수채화가 내용

의 이해를 도우며, 자음의 순서에 따라 <기다란 기차가, 나무 옆을 지나, 다리

를 건너, 랄랄라 노래를 부르며, 마을을 지나고, 비바람 속을 헤치고... 창문을

열면, 해는 벌써 지고 있어요>라는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 자음 순서대로 내

용이 진행되어 문해 능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선정하였으나 실제성이

다소 떨어지는 내용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음 머리띠를 만들어 자신이 맡은 문장을 역할 놀이로 표현해

보는 등의 확장 활동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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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언어 연습 동화의 두 번째 기준인 단어 연습을 위한 동화 목록이다.

순서 표지그림 동화 제목 글/그림 출판사 언어 연습 부록

19 색칠공부 ‘동물’ 이시우
열린미디

어
(2005)

어휘
(동물이름) 색칠공부

20 내 뒤에 누굴까?
-나야 나, 강아지

 후쿠다
 토시오
 글/그림

한울림
어린이
(2006)

어휘
(동물이름)

전자동화
CD

21 갈색 곰아, 갈색 곰아, 
무엇을 보고 있니?

빌 마틴
주니어  

글/  에릭 
칼 그림

더큰
(2007)

어휘
(색깔이름)

그림그리
기

22 눈은 둘, 코는 하나예요.

기탄 
그림 
동화

기탄교육
(2009년)

어휘
(신체부위)

전자동화 

23 이건 뭘까? 어휘
(사물이름)

24 코끼리 코가 짧아요. 어휘
(형용사)

25 야옹아 어디에 있니? 어휘
(장소표현)

26 동글동글 길쭉길쭉 어휘
(의태어)

<표10-4> 언어 연습 동화 목록(Ⅳ)

19) <색칠 공부 ‘동물’>은 동물의 이름과 색칠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 있다. 

어린이들이 동물을 좋아하며 어린이 동화에 동물이 자주 등장하므로 동물의 이

름은 초기에 학습하는 것이 추후 활용에 용이하다. 교사는 이 책을 복사하여 학

생들에게 나누어 주어 읽기․쓰기․말하기․그리기 활동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20, 21) <내 뒤에 누굴까? — 나야 나, 강아지>, <갈색 곰아, 갈색 곰아, 무엇

을 보고 있니?>는 유사한 형태의 동화책으로, 두 권 모두 동물의 이름이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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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장 속에서 제시되고 있다. 어린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화려한 색

감의 삽화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 이름과 색깔 명칭이 제시되어 있어 어

려움 없이 단어를 익힐 수 있다. 추후 확장 활동은 <색칠공부 ‘동물’>을 활용한

그리기 활동이나 동물 소리를 활용한 동요 <동물농장>, 또는 동화 <소리의사> 

등으로 다양한 것이 가능하다. 

22~26) <기탄 그림 동화 시리즈>는 동화책이 없이 플래시 영상으로 되어 있

는 동화이다. 플래시 영상 특유의 시각과 청각적인 효과와 기탄 동화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인다. 이 동화

시리즈는 문해 능력보다는 어휘력의 향상을 목표로 모국어 교육 자료로서 개발

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다양한 어휘 표현을 연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또한 내용의 연습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지를 쉽게 다운로

드 받아서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 준비에 용이하였

다는 장점이 있다. 수준별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각각 20여 편, 총 80편의 동

화가 수록되어 있지만 KFL 한국어교육에서 활용하기에는 언어수준이 많이 높

은 편이어서 본 연구를 위해 5편만이 선정되었다. 

다음 <표 11-1>에서 <표 11-3>은 내용 이해를 위한 동화의 선정 목록이다. 내

용과 표현의 수준에 따라 난이도 하, 중, 상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표 11-1>의 동화로는 <안녕하세요>, <달님 안녕>, <그건 내

조끼야>, <소리 의사>, <악어도 깜짝, 치과 의사도 깜짝>이 있다. 이 동화들은

삽화가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문장의 분량에 대한 부담이 적다. 그리

고 문장에서 핵심 어휘를 제외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주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문형 학습에 대한 부담도 적다. 

1) <안녕하세요>와 2) <달님 안녕>은 인사말이 들어가는 여러 동요들로 확장

활동이 용이하여 학습한 내용을 쉽게 익힐 수 있다. 특히 <안녕하세요> 동화에

는 음성 버튼이 있어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눌러가며 인사말을 듣고 말하는 연

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달님 안녕>은 원작이 일본어로 되어 있어 번역본에

서 한국어의 다른 표현으로 대치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것은 교사의 재량에 따라 문장을 변형하여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삽화와

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본고의 자료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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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표지그림 동화 제목 글/그림 출판사 내용 표현

1 안녕하세요 조재은/
윤성희

애플비
(2012) 상황별 인사말 인사말

(음성버튼)

2 달님 안녕
하야시 

아키코 글, 
그림

 
한림출판사 

(1990)

달과 구름을 
의인화하여 

대화함
달님 / 안녕

3 그건 내 조끼야
나카에 

요시오  / 
우에노 
노리코

비룡소
(2007) 

쥐의 조끼를 
몸집이 큰 

동물들이 입음 

-정말 ~하다
-한 번
-그래

4 소리의사 정지연 /
홍승우 

문학동네
어린이
(2002)

동물들의 
목소리가 바뀐 

소동

의사 / 선생님
동물이름
동물소리

5 악어도 깜짝
치과의사도 깜짝

고미 타로 
/이종화 역

비룡소
(2000)

치과의사와 
악어의 만남

같은 문장이 두 
번씩 반복됨

<표 11-1> 내용 이해 동화 목록(Ⅰ)

3) <그건 내 조끼야>와 4) <소리 의사>는 동물 친구들이 등장하여 각 동물들

의 몸집과 소리로 인해 벌어지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내용의 재

미와 삽화가 주는 흥미로 학생들이 내용에 몰입하기가 쉬우며, 수업한 후 동물

머리띠 등을 활용하여 역할놀이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 5) 

<악어도 깜짝, 치과 의사도 깜짝>은 <달님 안녕>과 마찬가지로 일본어 번역체

문장의 어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극적인 이야기 구조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자료로 선정되었다. 악어와 치과 의사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같은 문장의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희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다. 작가 코미 타로 특유의 귀엽고 재미있는 삽화가 학생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히 매력적이다.

다음 <표 11-2>는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동화로 웅진 주니어의 <종알종알

말놀이 시리즈>가 있다. 이 동화는 한국인 유아들의 어휘력 증진을 목적으로 개

발된 시리즈로 각 권마다 형용사나 동사, 의성어․의태어 등 집중적으로 강조된

요소들이 있다. 본고에서는 <누가 창문을 두드리지>, <데굴데굴 굴러가네>, <고

릴라야 힘내>, <아이, 시원해>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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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표지그림 동화 제목 글/그림 출판사 내용 표현

6 누가 창문을 두드리지? 엄혜숙 
/변정연

웅진주니어
(종알종알 
말놀이)
(2005)

동물의 특징을 
형용사로 표현함

난 아니야
(형용사)

7 데굴데굴 굴러가네! 허은미
/이혜리

밤송이가 
구르면서 

동물들을 만남

데굴데굴
이게 뭐지
(동작동사)

8 고릴라야, 힘내! 조은수
/이혜리

고릴라가 다른 
동물로 바뀜

동물이름
(형용사)
반의어

9 아이, 시원해! 허은미
/한유민

동물의 특징을 
의태어로 표현함

동물이름
(의태어)

6) <누가 창문을 두드리지>에서는 동물의 이름과 생김새를 묘사하는 형용사

[날씬하다—뚱뚱하다, 느리다—빠르다, 길다—짧다, 크다—작다]와 장소를 표현

하는 부사 [위—아래, 안—밖] 와 함께 의성어 ‘똑똑’ 등의 어휘가 자연스럽게

삽화와 함께 동화 속에 제시되어 있다. 7) <데굴데굴 굴러가네>에는 동작을 묘

사하는 동사 [감다, 차다, 뱉다, 삼키다, 비비다] 등과 함께 의태어 ‘데굴데굴 덱

데굴’이 제시되어 있다. 전신반응법(TPR)을 활용하여 동작 동사를 연습할 수 있

는 자료이다. 8) <고릴라야 힘내>와 9) <아이 시원해>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와 의태어가 제시되어 있다. <고릴라야 힘내>에서 마법의 주문

‘수리수리 마수리’는 언어 연습 동화에서 학습한 것의 반복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다. <아이 시원해>에는 어휘량이 다소 많이 제시되어 있어 난이도 ‘중’과 ‘상’

의 중간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1-2> 내용 이해 동화 목록(Ⅱ)

다음 <표 11-3>은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내용 이해 동화이다. 앞에 제시된

난이도 ‘하’와 ‘중’의 동화는 내용 이해와 더불어 간단한 어휘와 문장을 학습하

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난이도 ‘상’에 제시되는 어휘와 문장은 그 자체

를 학습 목표로 삼기 어렵고, 동화 전체의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고, 소리내어

읽을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학습 목표로 삼는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는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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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동화를 읽을 수 있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

러한 자신감이 내적 동기를 유발하여 자발적인 독서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잠재적인 목표로 삼는다. 10) <콧구멍을 후비면>은 어린이들에게 금기

시되는 생활 속 행동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재미있는 그림으로 나타내어 흥미

를 유발할 수 있다. 반복적인 표현으로 ‘~면 안돼요’ 등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11) <변덕쟁이 날씨>는 본고에서 유일하게 선정한 사실동화이다. 어린이

들이 그림일기를 쓰거나 비, 바람, 눈 등의 상황과 의성어가 어린이 동화에서 많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학습 초기에 지도되는 것이 향후 전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선정하였다. 이 책은 날씨 그림판을 손으로 돌릴 수 있는 교구 형태로 제

작되었고 이야기의 주인공인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쓴 비교적 쉬운 내용이다. 

 

순서 표지그림 동화 제목 글/그림 출판사 내용 표현

10 콧구멍을 후비면
사이토 
타카코 
글그림

안미연 역

なっちゃうか
もよ  

애플비
(2006)

어린이들이 
하지 말아야 할

생활습관
생활습관

11 변덕쟁이 날씨
페넬로프 
알론 / 

문명식 역
웅진주니어

(2007)
날씨와 계절에 

관한 표현 날씨표현

12 갑자기!
콜린 

맥노튼/ 
유혜자 역

예지현
(2001)

꼬마 돼지를 
노리는 늑대 

이야기
내용 이해

13 할머니 집 가는 길

마거릿 
와이즈 
브라운 
/하야시 
아키코 

북뱅크 
(2005)

꼬마가 혼자 
할머니 집을 

찾아감
내용 이해

14 엄마를 찾아주세요
한별이를 찾아주세요

호박별 
/임소연

시공주니어 
(2003)

시장에서 아이가 
길을 잃고 

엄마를 찾음
내용 이해

15 해님 달님 이호성
/하의정

지경사
(2007) 전래동화 내용 이해

(전자동화)

16 팥죽 할멈과 호랑이 백희나 
/박윤규

시공주니어 
(2006) 전래동화 내용 이해

(전자동화)

<표 11-3> 내용 이해 동화 목록(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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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갑자기>는 천진난만한 아기 돼지 꾸리와 이를 노리는 심술쟁이 늑대의

이야기가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고 표현 ‘갑자기’가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곳곳

에 반전이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구조에 어린이들이 쉽게 몰입할 수 있다. 

13) <할머니 집 가는 길>과 14) <엄마를 찾아주세요>는 본고의 선정 동화 중

유일하게 어린이의 생활 속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스스로 전화를 받고, 혼자

길을 찾아 가는 모습, 번잡한 곳에서 엄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모습 등, 

어린이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룸으로써 동화에 몰입도를 높

일 수 있다. <할머니 집 가는 길>에는 부사 ‘똑바로’가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끝으로 전래동화 2편을 선정하였는데 15) <해님 달님>과 16) <팥죽 할멈과 호

랑이>이다. <해님 달님>은 내용 이해가 어렵지 않으므로 동화책을 읽고 난 후, 

학생들에게 ‘다시 말해보기’ 활동을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팥죽 할멈과 호랑

이>에는 한국 전통적인 문화 요소에 대한 어휘가 많이 나와서 외국인 학습자가 이

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음부터 동화책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함께 제시된 플래

시 동화로 먼저 쉽고 흥미롭게 접근한 다음 동화책으로 돌아오는 것을 제안한다.

2. 예비 실험 수업

2.1. 수업의 설계

1단계 예비 실험 수업의 목적은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이

러시아 슈콜라에서의 실현 가능한지 여부와 그 실현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

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험 기간은 2007년 2월 2주간이며, 총 4차시에

걸쳐 실시하였다. 실험 대상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A슈콜라의 초등학생 41

명으로, 1학년(6~7세) 11명, 2학년(7~8세) 10명, 3학년(8~9세) 13명, 4학년(9~10

세) 7명이다. 실험 수업에 참가할 당시 1학년은 약 6개월째, 2학년은 약 1년 6

개월째, 3학년과 4학년은 모두 약 2년 6개월째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다. 4학년

은 2학년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학습기간으로는 3학년과 같았다. 그

러나 고려인 교사와 수업을 한 3학년이 단어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갖는 것에 비

해 한국인 교사에게서 지도를 받은 4학년 학생들은 문장 단위의 읽기, 말하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세한 인적 사항은 다음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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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학년) 1 2 3 4
인원(명) 11 10 13 7
연령(세) 6-7 7-8 8-9 9-10

한국어 학습기간 6개월 1년 6개월 2년 6개월 2년 6개월

수업 교재 없음 재외동포용
한국어 1

재외동포용
한국어 1

서울대학교
한국어 1

한국어 숙달정도 자음
ㄱ~ㅂ 자음, 모음 단어 수준

읽기, 쓰기
문장 수준
읽기, 쓰기

지도 교사 고려인 고려인 고려인 한국인

<표 12> 예비 실험 수업 참가자

실험 수업의 자료로는 그림이 크고 글자가 많지 않은 빅북(Big Book)형태의

예측 가능 그림 동화를 활용하였다. 수업 방법은 음성 언어능력55)의 향상을 위

하여 큰 소리로 읽어 주기(Reading Aloud) 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합창으로 읽

기(Choral Reading), 역할극(Role play) 등의 활동으로 확장하였다. 

실험 수업의 결과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면접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의 응답을 통하여 러시아 현지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문제점, 그리고 학생들의

흥미도와 자신감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2.2. 수업의 실제와 결과

Ⅰ단계 실험 대상인 블라디보스토크 A초등학교의 한국어 수업은 주 1회이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공통적으로 수업 시수의 부족을 느끼고 있었다. KFL이

라는 환경의 특수성과 실험 집단이 10명 안팎의 소그룹의 특성에 적합한 ‘큰

소리로 읽어 주는(Reading Aloud)’ 기법을 활용하였다. 학생들에게 책을 펼쳐 보

여 주면서 읽어 주었을 때, 어휘력이 풍부하지 않은 어린이 학습자들이 그림을

통하여 부담 없이 내용을 예측하면서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이해 가능한

동화 수업을 경험한 후에 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에 대한 흥미도, 만족도, 학습

태도 등의 정의적 영역에 어떠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55) 홀더웨이(Holdaway, 1979)의 『큰책접근법 (BigBook Approach)』에서는 듣기․말하기 중심
의 음성언어를 학습하는 자연스런 학습상황을 분석하여 교실에서 적용할 문해 학습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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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수업에서 사용한 ‘큰소리로 읽어 주기’ 방법은 일반적인 ‘듣기 활동’과

‘읽기 활동’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듣기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미 완벽하게 녹음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생동감 있고 자연스러운 읽어 주기를 보여 주며 추론과 이야기 나누기 등 교사

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이야기의 내용을 모국어로 다시 말하기(Retelling), 반복되는 구문을 합창

으로 읽기(Choral Reading), 역할극(Role Play) 등으로 확장하였고, 소품 자료로

는 동물 머리띠, 색칠 공부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전반적인 활동이 놀이와 신

체의 움직임 중심으로 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내용의 이해’와 ‘흥미의 유지’

에 중점을 두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2.2.1. 1학년 수업

실험 수업에 참가한 1학년 학생들은 1주일에 1시간씩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수업 시수의 부족, 어린이 특유의 짧은 집중시간, 글자 쓰기가 서툰 특성으로

인하여 6개월간 학습한 내용은 자음 ‘ㄱ~ㅂ’이 전부였고, 모음에 대한 학습은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생들의 사전 평가를 통해 살펴본 바로는 ‘기역, 

니은’과 같은 자음의 명칭은 알고 있으나 그 자음이 어휘 속에서 어떠한 소리로

발음되는지를 잘 알지 못했다. 기존의 자음 학습을 통하여 글자와 소리의 연결

에 관한 지식이 충분히 내재화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업 시간에

배운 어휘들이 맥락이 없이 제시되어 기존에 학습한 어휘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총 4차시에 걸친 1학년 실험 수업의 목표는 ‘자음 익히기’였다. 주요 학습 자

료로 언어 연습 동화 중 <기차 ㄱㄴㄷ>를 활용하였다.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하

여 색칠공부 ‘동물’을 활동 자료로 병용하였다. 

실험 수업 이전에 1학년 학생들은 지난 6개월간 자음 ‘ㄱ~ㅂ’만을 학습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글자의 발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학습자들

이 4차시에 걸친 동화 수업이 끝난 후 ‘기역, 니은’ 등과 같은 명칭을 익히지는

못하였지만 ‘ㄱ~ㅎ’의 자음의 소리를 러시아어로 대조할 수 있게 되었고, 간단

한 모음 ‘ㅏ, ㅗ, ㅣ’ 등과 연결된 동물 이름을 읽을 줄 알게 되었다. 

1학년 실험 수업의 교수-학습 약안은 다음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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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시 3~4차시

목표 자음 익히기 자음 익히기 자음 익히기 자음 익히기

자료

  

기차 ㄱㄴㄷ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기차 
그림을 통해 

어린이들이 즐겁고 
자연스럽게 한글 
자음을 익힐 수 

있도록 유도한다.

[ㄱ] 기다란 기차가
[ㄴ] 나무 옆을 지나
[ㄷ] 다리를 건너
[ㄹ] 랄랄라 노래를 부르며

<이하 내용 생략>

 

색칠공부-동물

동물의 이름과
그림이 두 

페이지에 걸쳐 
있어 색칠 공부를 

하면서 동물 
이름을 익힐 수 

있다.

[ㅅ]-[ㅈ] : 사자
[ㅎ]-[ㅁ] : 하마
[ㅇ]-[ㄹ] : 오리

사자, 하마, 오리 등과 같이 모음이 
어렵지 않고 받침이 없는 동물 이름을 

먼저 활용한다.

활동

1차시: <듣기>
동화책을 넘기며 교사가 큰 소리로 읽
어 주는 동안 학생들은 그림을 보며 
소리를 듣는다.
(이 때에 러시아어로 의미를 설명해 주
지 않는다.)

3차시: <쓰기+그림그리기+만들기>
 학생 1인에 자음 1개씩 맡아서 자신이 
맡은 페이지의 자음 머리띠와 기차모양
을 그림으로 만들어 이야기가 완성되도
록 연결한다.

2차시: <읽기>
교사가 큰소리로 읽어 주면서 손가락
으로 가리키는 단어를 따라 읽으면서 
허공에 손으로 자음을 쓰며 소리와 모
양을 익힌다.

4차시: <말하기+역할극>
이야기의 순서대로 나란히 서서 자신의 
역할에 맞는 내용을 암기하여 구연동화 
하기

<표 13> 예비 실험 수업 교수-학습 약안 (1학년)

또한 3차시 수업에서 본인의 역할에 맞는 철자의 머리띠를 만들고 자신의 대

사를 암기하였다. 한국어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높은 자신감과 흥미를 보이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학교 수업에서 해 보지 못한 다양

한 활동에서 새로움과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 연구자

와, 수업을 참관한 한국어 교사의 종합적인 의견이다. 



- 73 -

[그림 4] 예비 실험 수업 역할극 장면 (1학년)

동화 <기차 ㄱㄴㄷ>는 학생 활동 면에 있어서는 수업 자료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실험 수업 결과 언어 교재로서의 적합성은 낮게 드러났

다. 연구자는 사전에 이 동화책이 언어수준이 적합하여 자음을 쉽고 재미있게

익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실험 수업 결과 언어 수준

과 제재의 실제성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이 발견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우선, 학습자의 언어 수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동화책의 어휘와 문장의 수준

이 난이도와 사용빈도에 있어 초급 단계에 적합하지 않았다. 초급 단계 수업에

서는 문해 능력 중 자음의 낱글자 익히기가 중점이 된다. 그렇다면 제시되는 어

휘 초급의 어휘가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차 ㄱㄴㄷ>는 ‘기차—나무—다

리—랄랄라—마을—비바람—숲속—자동차—창문—컴컴한—풀밭—해’의 어휘가

위계 없이 제시되었다. 책의 특성상 자음의 순서에 따라 다소 억지스럽게 이야

기를 엮다 보니 제시된 어휘 사이에 난이도와 사용빈도에 일관성이 없어 의미

를 설명하는 데에 필요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다음으로, 제재의 실제성이 부족하였다. 제재가 ‘지금—여기(Now and Here)’

의 원리에 맞지 않아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

였다. 앞뒤 문장들이 꼬리를 물 듯 연계성을 가지고 이야기가 이어지는 듯하였

으나, 사실은 맥락 없는 개별 문장들의 나열에 불과했다. 이 책에는 어린이 그

림 동화의 큰 특징인 반복적인 문장이나 전형적인 주인공의 등장이 없어 어린

이가 스토리 전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ㄱ] 기다란 기차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여러 장소를 지난다는 스토리인데 끝 부분에서 ‘[ㅍ] 풀밭

을 지나면’ ‘[ㅎ] 해는 벌써 지고 있어요’라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종결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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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는 허무한 스토리 라인에, 예측 가능한 스토리 구조나 문장 표현이 없고, 

감동이나 웃음을 주는 요소도 없어 어린이들의 흥미 유발에 실패하였다. 동화

<기차 ㄱㄴㄷ>는 자음 순서대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가장 초급 단계에서

글자 학습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지만, 이 교재를 활용한 총

체적 한국어 수업은 연구자와 수업을 관찰한 한국인 교사 모두로부터 부적합한

교재로 평가받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자음의 순서에 따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구성 방식이 실제 언어 학습 자료로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휘와 표현에

대한 난이도와 위계화의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험 수업에서 4차시라는 짧은 시간동안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에게 한글

자음 14개를 모두 익히게 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지도를 계획하였다. 1차시에서

동화를 읽으면서 각각의 자음이 갖는 소리를 러시아어로 대조하면서 읽는다. 2

차시 수업에서는 그것을 다시 활용하여 동물의 이름 읽기 활동을 수행한다. 3차

시에는 글자 머리띠 만들기 활동과 4차시에 발표 수업을 하였다. 그리고 4차시

수업이 끝나고 난 후 <기차 ㄱㄴㄷ> 동화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기 하였

다. 이때 학습자들은 자신이 역할을 담당한 자음 이외의 글자는 거의 기억하지

못하였다. 반면, 색칠공부 ‘동물’을 통해 학습한 동물의 이름은 더 잘 기억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린이 학습에 있어 다양한 활동에서 중

요한 요소는 내용의 흥미도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린이 한국어 수업을 계획함

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흥미로운 제재와 구성으로 수업 내용을 설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운용 방법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2.2. 2-3학년 수업

실험 수업에 참가한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은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학습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숙지하고 있는 어휘나 표현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두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56)하여 같

은 방식으로 동화 활용 수업을 진행하였다. 2, 3, 4학년의 수업은 <표 14>와 같

이 동화 읽기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56) 2,3학년의 수업을 담당하는 한국어 교사와의 수업을 참관한 후 본 연구자와 담당 교사가 
논의하여 두 학년의 한국어 능력에 차이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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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시간 내용 기능
도입 5~10분 교실정리 / 인사 / 선수학습 확인 / 흥미 유발 말하기

전개 20~25분
동화 읽어 주기 수업 (Reading Aloud) /

동화 내용 관련 활동 (노래 / 그림그리기 / 색칠하기 
/ 역할극)

듣기
말하기

정리 10분 동화 다시 읽어 주기 / 그림자처럼 따라 읽기 듣기
읽기

 <표 14> 예비 실험 수업 진행 (2, 3, 4학년)

2학년과 3학년 수업은 내용 이해 동화 <그건 내 조끼야>와 <소리의사>를 주

요 자료57)로 색칠공부 ‘동물’을 활동 자료로 사용였다. 동화의 내용과 유사한

주제인 동물의 이름과 울음소리를 학습하되, 매 시간 내용과 활동을 확대해 나

갔다. 점진적으로 확대된 내용과 학습활동으로 이전 차시에 학습한 내용이 다음

차시에서 발전된 확장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함으로써 흥미와 자신감의 신

장을 의도하였다.

동화 활용의 주요 방법은 1학년 수업과 마찬가지로 큰 소리로 읽어 주기

(Reading Aloud)를 활용하였다. 1학년에서 글자의 모양과 분절음의 소리에 집중

하도록 한 것과 달리, 2학년과 3학년에서는 글(story)의 전체적인 내용을 대략적

으로 이해하고 단어의 소리와 느낌에 집중하여 듣기 활동 중심의 수업이 이루

어졌다.  

수업 결과 2, 3학년 학습자들은 동물 머리띠를 활용한 역할 놀이에 높은 관심

과 흥미를 보였다. 4차시에 걸친 나선형 학습 내용 전개에 동물의 이름과 소리

를 정확히 기억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동물 울음소

리를 모방하거나 동물 이름을 이용하여 친구의 별명을 만드는 등 수업 이외의

실생활이나 놀이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역할극을 할 때에 돼지와 같이 인기가 없는 동물의 역할을 맡지 않으

려고 하거나 역할을 맡은 학생이 놀림을 당하는 등, 연구자가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동화의 내용뿐 아니라, 어린이 학습자들의 선호

도나 습관을 최대한 잘 파악하여 수업 설계에 참고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

을 수 있었다. 

57) 동화의 내용은 본고의 <부록>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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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목표 동물과 친해지기 동물 이름과
소리 익히기

동물 이름과 
소리 익히기

동물 이름과 
소리 익히기

자료

그건 내 조끼야 색칠놀이 “동물” 소리의사

활동

1) <듣기>
그림을 보며 교사가 
큰소리로 읽어 주는 
것을 듣고 내용을 
이해한다.

1) <듣기>
동물의 이름과 소리
를 듣고 따라 말한다. 
퀴즈 형식으로 게임
을 운영하여 수업의 
참여도를 높인다.

1) <읽기+생각하기>
표지의 그림만 보고 내용을 추측
한다. 표지의 그림과 글자를 보고 
내용을 추측한다.
2) <듣기>
동화책을 넘기며 교사가 큰 소리
로 읽어 주는 동안 학생들은 그림
을 보며 소리를 듣는다.(이 때에 
러시아어로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

2) <말하기>
교사가 읽어 주는 
소리를 듣고 반복되
는 문장을 따라서 
합창한다.
[정말 멋진 조끼다. 
나도 한번 입어보자 
– 그래!]

2) <쓰기+그리기>
문자에 익숙하지 않
은 저학년 학습자이
므로 색칠하기로 쓰
기 활동을 대신한다.

3) <읽기>
교사가 큰소리로 읽어 주면서 동
물 소리와 반복되는 문장에 집중
하여 따라 읽는다.
[아냐 아냐!]

4) <말하기>
동물 머리띠를 하고 역할극

3) <말하기>
동물 머리띠를 하고 
역할극

<표 15> 예비 실험 수업 교수-학습 약안 (2, 3학년)

2.2.3. 4학년 수업

실험 수업에 참가한 4학년 학습자는 2년 6개월 간 한국인 선생님과 함께 지

속적인 수업을 해 왔기 때문에 같은 기간을 학습한 3학년에 비해 읽기와 쓰기, 

말하기 능력에서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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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활용의 주요 방법은 다른 학년과 마찬가지로 큰 소리로 읽어 주기

(Reading Aloud) 기법이 사용되었으며 수업의 진행은 <표 16>과 같이 이루어졌

다. 그러나 2, 3학년과 달리 학습 의지가 높고 적극적인 4학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의미한(i + 1) 학습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차시를 거듭할수록 어

휘량과 제시되는 문법의 난이도를 나선형으로 확장하여 구성하였다. 학습자가

교사의 목소리와 그림을 통하여 글(story)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목표 동물과 친해지기
동물 이름과
소리 익히기

내용 이해하기
의성어・의태어

표현 익히기

자료

색칠놀이“동물”
그건 내 조끼야 소리의사 갑자기! 누가 창문을 

두드리지?

활동

1) <듣기>
동물의 이름과 소
리를 듣고 따라 
말한다. 동물 머리
띠로 흥미유발한
다.

1) <읽기+생각하기> 1) <읽기+생각하기>
그림만 보고 내용
을 추측한다.

1) <듣기>
동화책을 넘기며 
교사가 큰 소리로 
읽어 주는 동안 학
생들은 그림을 보
며 소리를 듣는다.

2) <듣기>

3) <읽기>
교사가 큰소리로 
읽어 주면서 동물 
소리와 반복되는 
문장에 집중하여 
따라 읽는다.

[아냐 아냐!]

2) <듣기>
동화책을 넘기며 
교사가 큰 소리로 
읽어 주는 동안 학
생들은 그림을 보
며 소리를 듣는다.

2) <듣기>
‘그건 내 조끼야’
를 큰 소리로 읽
어 주고 학생들은 
반복되는 문장을 
따라 읽는다.

2) <읽기>
교사가 큰소리로 
읽어 주면서 동물 
소리와 반복되는 
문장에 집중하여 
따라 읽는다.

[난 아니야!]3) <역할극> 4) <역할극> 3) <내용요약>

<표 16> 예비 실험 수업 교수-학습 약안 (4학년)



- 78 -

수업에 활용된 동화는 <그건 내 조끼야>, <소리 의사>, <갑자기>, <누가 창문

을 두드리지>이다. 1차시에는 동물의 이름을 익히는 것과 동물 머리띠를 이용한

역할극으로 흥미 유발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차시에는 1차시에서 학

습한 동물의 이름에 소리를 연결하여 학습한 후 <소리 의사> 동화책을 읽으면

서 학습한 내용이 동화에 반영되는 경험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3차시에는 이전의 1, 2차시에서 경험한 동화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활용하여 동물이 주인공이 되는 내용 이해 중심의 동화 <갑자기>를

제시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수준보다 어려운 어휘와 긴 문장의 동화책의 내용을

그림을 통하여 파악하는 기쁨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전략적 구성이다. 4차시에

서는 <누가 창문을 두드리지>를 활용하였다. 그동안 학습한 동물 주인공들이

모두 등장하여 같은 패턴인 <난 아니야>를 익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태어 ‘살

랑살랑, 깡충깡충, 엉금엉금’ 등을 동물의 특성과 함께 연결하여 맥락 속에서

접하게 하였다. 이로써 전신반응(TPR) 활동을 통하여 한국어의 특성인 의태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러시아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예비 실험 수업을 통하여 확

인하고자 하였던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4차시에 걸친 한국어 동화 활용 수업

이 러시아 초등학교 학생들의 흥미와 자신감 등 정의적 영역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둘째, 동화를 활용한 수업이 러시아 초등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

능한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업 이후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험 수업에 참가한 41명의 학생들에게 정의적 영역 중 흥미도의 변화

에 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인 한국어 수업과 동화 활용 수업

중 어느 쪽이 더 흥미롭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41명 전원(100%)이

동화 활용 수업을 더욱 선호하였으며 계속 동화 활용 수업을 이어가기를 희망

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 <표 17>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동화 활용 수업이 흥미로운 이유로

‘내용이 재미있어서’라는 응답이 15명(36.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그

림이 예쁘고 재미있어서’라는 응답이 12명(29.2%)으로 많았다. ‘선생님이 읽어

주시는 것이 좋아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9명(22%)이고, ‘역할극 등 재미있는 활

동이 있어서’라는 이유에는 5명(12.2%)의 학생이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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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예비 실험 수업 후 흥미도 조사

이 설문의 결과로 보아, 학생들은 내용과 그림, 즉 동화책이라는 학습자료 자

체에 이미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으며, 교사가 큰 소리로 동화를 읽어주거나, 

동화의 내용을 학생들이 역할극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한다는 면에서 흥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 중 자신감의 변화에 대한 설문 문항은 <표 18>과 같

이, 총 5개로 동화 활용 수업 이전과 이후에 자신감에 변화가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해서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① 동화 활용 수업 이전과 이후에 변

함없이 자신감을 보이는가(O→O), ② 동화 활용 수업 이전에는 ‘보통이다’ 혹은

‘아니다’에서 동화 활용 수업 이후 ‘그렇다’로 바뀌었는가(X→O), ③ 아니면 그

와 반대로 이전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동화 활용 수업 이후 ‘아니다’로 바뀌었는

가(O→X), ④ 끝으로 동화 활용 수업 전후에 모두 부정적인가(X→X)의 네 가지

중 하나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O→O X→O O→X X→X

1) 나는 집에서 가족들 앞에서 한국어로 말한다. 9 10 0 22

2) 나는 한국어가 쉽다고 생각한다. 10 24 3 4
3) 나는 앞으로 한국어를 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8 30 0 3

4)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운 한국어를 잘 기억
할 수 있다. 5 35 0 1

5) 나는 한국어 수업시간에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15 26 0 0

합계 47
(23%)

125
(61%)

3
(1.5%)

30
(14.5%)

 <표 18> 예비 실험 수업 후 자신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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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는 <표 18>과 같이 긍정적인 답변이 84%로 나타났으며, 그 중 동화

수업 이전에는 그렇지 않다가 동화 수업 이후에 자신감이 향상되었다는 응답

(X→O)이 61%로 나왔다. 특히 설문 문항 4)번의 ‘나는 수업 시간에 배운 한국

어를 잘 기억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하여 35명(85.4%)의 학생들이 동화 활용

수업 이후에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X→O) 응답하였다. 이는 동화 활용 수

업이 러시아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의 자신감 향상과 학습 내용에 대한 기억

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동화를 활용한 4차시의 실험 수업에는 한국어 교사 두 명이 참관하였다. 기존

에 2, 3학년의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던 고려인 S교사와, 4학년의 수업을 담당하

던 한국인 M교사이다. 수업이 끝난 후 동화를 활용한 수업이 러시아 슈콜라 수

업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현지 교사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업을

참관한 두 교사와 각각 면담을 실시하였다58). 

면담의 질문은 총 4개로, 우선 전체적인 수업 참관 소감을 들어 봄으로써, 본

실험 수업에 대하여 교사들이 갖는 전반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알고자 하였다. 

두 번째 질문은 연구자가 보여준 동화 활용 수업 방식을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

에서 적용해 볼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봄으로써, 새로운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

에 대한 현지 교사들의 관심과 적극성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질

문은 동화 활용 수업을 실제로 할 경우 어떠한 어려움이 예상되는가를 물어봄

으로써, 현재 러시아 현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무엇을 보완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향후 연구의 설계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마지

막 질문은 러시아 슈콜라에서의 실제 적응 가능성 여부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을 묻는 것으로서, 러시아 슈콜라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향후 연구

의 방향에 지침으로 삼고자 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질문은 동화활용 수업에 대한 소감을 묻

는 것이었고, 두 교사 모두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58) 면담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S교사(고려인)와는 러시아어로, 한국인 M교사와는 한국어
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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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동화 활용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S교사

며칠 전 하교 길에 2학년 학부모님 몇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신가 했더니, 아이가 집에 가서 한국어 수업이 너무 재미있다고 하면서 
한국말로 동물 이름도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이들만 
재미있어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선생님(연구자) 수업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해요.

M교사

이렇게 적절한 동화책을 어떻게 찾아 오셨어요? 아이들이 100%, 200% 만족하네
요. 여기 아이들은 한국어 실력이 늘고 안 늘고 하는 것보다 한국어에 대한 흥미 자
체가 없어서 수업이 너무 힘든데 이번 (연구자의 실험) 수업에서 자극을 많이 받았습
니다. 역시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동화책 혹시 여기 주시고 가실 수 있으세요?

두 번째로 연구자의 실험 수업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견했다면 이후 교사들

이 자신의 수업에서 동화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하였다. 두 교

사 모두 그동안 동화의 내용이 어려워 수업 자료로 활용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향후 동화 활용 수업을 시도해 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질문 2) 자신의 수업에서 동화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S교사

보시다시피 한국어 교실 한쪽 벽 가득 동화책이 있잖아요? 하지만 동화책을 가
지고 수업을 하는 것은 저에게도 어렵고 학생들에게도 어려울 것 같아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연구자)께서 보여 주신 방식처럼 한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니 저도 활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59). 

M교사

수업시간에 동화책을 한 번 활용해야지 하고 생각은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어휘
와 표현을 일일이 다 설명할 엄두가 나지 않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연구자의 실험) 수업을 보면서 동화책의 내용을 모두 다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저도 한 번 해 봐야겠어요. 

특히 여기(러시아) 아이들은 춤이나 노래, 연극 같은 예술적인 재능과 관심이 
정말 많아요. 이런 아이들한테 동화책으로 수업하면서 연극까지 할 수 있다면 아
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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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질문은 한국어 수업에 동화를 활용한다면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예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고려인 교사는 교과서의

문체와 다른 문장에 많이 노출되는 것 등, 한국어의 난이도에 대한 두려움을, 

한국인 교사는 수많은 동화책들 중에서 적절한 학습용 동화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예상하였다. 두 교사의 의견이 한국어 능력과 동화 선정이라는

것으로 다소 엇갈리는 대답이 나왔는데, 이것은 고려인과 한국인 교사의 한국어

능력 차이에서 기인하는 서로 다른 고민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3)
자신의 수업에서 동화를 활용한다면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지 말씀해 주

세요.

S교사

역시 제 한국어 실력이죠. 저는 고려인이라고 해도 (연구자께서) 보시다시피 한
국인처럼 회화나 발음이 좋지 않습니다. 동화 수업을 할 때 발음이야 여러 번 
읽고 연습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동화책에 나오는 어휘나 표현
을 제가 모르는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과연 제가 선생님(연구자)처럼 흥미진진하
게 동화를 읽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M교사

동화가 은근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말투도 아이들 특유의 말투라 문법적으로 설
명하기도 어렵고.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희 교실에 있는 건 하나도 못 쓸 
거예요. 아마...... 여기저기서 기증받거나 선물 받아서 들어온 책들인데요, 우리
나라(한국) 애들용이라 너무 어려워요. 내용도 많고 그리고 그림보다 글자가 훨
씬 많아요. 당연히 여기 애들은 손도 못 대죠. 그냥 한 쪽 벽만 꽉 채워 놓고 
보는 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국어 수업에 딱 맞는 동화책을 찾는 게 가장 힘들 것 같

아요. 기존에 나와 있는 동화책을 사용하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한국어 
학습용 동화책이 따로 개발되면 좋겠어요. 외국인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내용
으로요. 

59) 2007년 2월 위의 면담이 있은 후, 같은 해 10월 연해주 우수 수업발표대회에서 고려인 S
교사는 연구자가 사용한 <기차 ㄱㄴㄷ> 동화책을 활용한 수업을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
하였다.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한국어를 모르는 심사위원들조차도 이 수업을 들으면서 한
국어를 배울 수 있었다는 평과 함께, 흥미와 학습 효과 면에서 모두 좋은 평을 받았다(일간
지 블라디보스토크 2007년 10월 12일자 기사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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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동화 활용 수업에 대해 학교 측에서나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평가하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정숙, 엄격, 통제를 강조하는 러시아의 학교의 다른 
수업과 달라서 자칫 수업이 아니라 노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S교사

무슨 말씀이세요. 논 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외국어 수업이에요. 괜찮아요. 우리(러시아) 선생님들도 이런 새로운 수업에 좀 익
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아직 아기예
요. 그런 애들한테 학교에만 오면 제일 첫 마디가 조용히 해라, 똑바로 앉아라 하
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아이들은 울고 학교 가기 싫다고 하죠. 우리도 좀 달라
져야 돼요. 이(연구자의) 수업을 다른 과목 선생님도 봤어야 되는데! 

M교사

그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즐겁게 잘 배우는 거니까 노는 것처럼 보
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러시아) 학생들은 매시간 수업에서 점수를 받아요. 
그리고 그 점수 받은 걸 매일 집에 가서 부모님들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부모
님들은 애들이 오늘 무슨 내용을 공부했고, 거기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알게 되
죠. 그런데 (연구자의) 동화 수업처럼 필기가 거의 없으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논
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부모님들은 학교 수업이나 평가에 대해서 발
언권이 아주 세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그리고 또 이런 (동화 활용 수업) 방법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과연 러시아인 선생
님들이 쓸 수 있는 역량이 될까 의심스러워요. 아마 (연구자가) 연구를 하셔도 여기 
현장에서 그 방법이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사 연수가 선행되어야 할 거예요. 

끝으로 동화 활용 수업이 러시아 학교에서 실현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두 교사 모두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이 4차시의 실험 수업 이후 학습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

터뷰에서 동화 활용 수업이 학생과 교사로부터 흥미롭고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향후 러시아 슈콜라의 한국어 수업에서 동화를 중심으로 한 총

체적 언어접근법의 도입도 가능하며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또한 교사 설문을 통하여 얻은 시사점은, 러시아 슈콜라 교육에서 교사—학생

—학부모의 3주체 간에 긴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매 시간 수업에 대해 학생들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러시아의 평가

제도를 고려하여 본 연구의 수업 설계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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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체적 한국어교육의 내용 및 방법

3.1. 수업의 설계

본 연구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하였는데 본 절에서는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실험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본 질적 연구의 목적은 총체적 언어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는 어린이 한국어 수업을 위한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총 28차시에 걸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어린이 3명에게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 의해 설계된 수업을 실

시하였다. 

실험 방법은 빅북(Big Book) 형태의 예측 가능 그림 동화(Predictable Picture 

Books)를 주요 자료로 하여, 챈트(Chant), 파닉스(Phonics), 노래(Song), 율동

(Dance), 애니메이션(Animation)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질적 연구는 비교적 장기간의 실험을 요하는 관계로 연구자의 지리적 한

계에 의하여 러시아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 3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실험 시작 단계에서는 A군과 S양, 두 명이 대상이었으나, 중도에 S양의 동

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총 3명의 어린이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

행하였다. 실험 참가자 A군은 이란 출신의 만 7세 남자 어린이로 2010년 9월부

터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현재 서울 I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이다. 부모와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S대학교에

서 박사학위 과정 중이고 한국어 초급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나 어머니는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한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이란어로 대화하는 A군은

이란어 이외에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 실험 수업 중 교사(연구자)와의 한국어

이외에 영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였다. 

S양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만 7세 여자 어린이로 2011년 2월부터 부모님과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현재 A군과 같은 서울 I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다. S양의 아버지는 S대학교의 교환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나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전업주부인 S양의 어머니는 적극적인 성격으로 S양

이 다니는 I 초등학교의 <방과 후 외국인 어머니 한글교실 프로그램>에서 한국

어를 배워 초급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S양의 어머니는 자녀들과 함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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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연령
(만 _세)

재학
학년

한국어
학습기간

수업
시수 국적 의사소통언어 교사와의

의사소통

1 7세 1학년 2개월 28 이란 이란어, 영어 영어

2 7세 1학년 2개월 28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러시아어
3 4세 미취학 0개월 25* 우즈베키스탄

국어 능력을 기르고자 가정에서 한국어 학습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S양은

가정에서 우즈베키스탄어로 가족들과 대화하며 러시아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

하여 수업 중 의사소통 언어로서 한국어 이외에 러시아어가 사용되었다. 

세 번째 참가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S양의 동생인 H양으로 4세 아동이며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었다. 처음에는 실험 수

업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동화와 애

니메이션, 노래, 율동 등이 활용되는 것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

후 실험 4차시 수업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 동참하게 되었다. H

양은 가족들과 우즈베키스탄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한국어는 전혀 구사하지 못

하였다. 4세 아동 수준의 러시아어를 구사하고 있어 실험 수업 중 연구자와는

러시아어를 활용하여 소통하였다. 실험 참가자에 대한 자세한 인적 사항은 다음

<표 19>와 같다. 

(* 4차시 수업부터 중도 참가)

<표 19> 본 실험 1차 연구 수업 참가자

본 연구의 실험 수업을 시작하게 된 2011년 4월 현재, A군과 S양은 국내에서

거주한 지 각각 8개월과 3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두 학생 모두 아직

까지 언어 문제로 학교생활이나 학습 면에서 적응을 힘들어하고 있었다. 2011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정규 수업시간에는 S양과 A군의 수준에 맞는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60). 방과 후에 매주 2시간씩 한국어 특별

60)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은 어린이들의 언어 능력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
왔다. 가정의 풍부한 문해 환경 뿐 아니라 생활환경의 다양한 변화로 말미암아 오늘날 어린
이들의 언어 능력은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무렵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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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61)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연구자와 수업을 시작할 당시 한글

자모를 익혀 낱글자 읽기와 쉬운 단어 읽기가 가능한 수준이었다. 

실험 수업에 참가한 학습자 중 A군과 S양은 KSL 환경의 초등학교에서 2개월

째 재학 중이며,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자음과 모음을

학습하였다. 글자의 명칭, 모양, 소리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받

아쓰기나 단어 읽기 등의 과제에서 소리와 글자와의 연결은 큰 어려움이 없이

수행해 내고 있었다. 그러나 단지 읽고 쓸 줄 알기만 할 뿐, 의미를 알고 있는

어휘의 수준이 낮고, 양이 부족하여 학교에서 만나는 한국인 친구나 선생님과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실험 수업에 앞서 연구자는 다음의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다. 

첫째, 학습자에게 최단 기간에 최대량의 한국어 어휘와 문장을 제공할 것, 둘

째, 한국에 거주하는 학습자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실생활 속에서 어

린이 학습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Authentic) 학습 자료와 내용을 제

공할 것, 셋째, 가정과 학교에서 충분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서 독서를 통하여 한국어 능력과 타 교과의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스스로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다.

수업에 활용한 자료는 예측 가능 그림 동화, 플래시 동화, 동요, 게임, 애니메

이션, 글자 쓰기 연습 활동지, 색칠 그림 활동지 등이다. 보조 자료로는 국내에

시판 중인 유아교육용 한글 학습 자료를 연구자가 편집하여 사용하였다. 수업

장소는 학습자들의 집으로 선정하였는데, 학습자의 편안하고 즐거운 참여를 촉

진하기 위해서이다. 

읽기 수준은 간단한 음절 읽기 이상이 97.4%를 상회하고 있다(박순경 외, 2006). 어린이들
이 입학 이전에 이미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읽고 쓸 수 있다는 전제하에 1학년 국어 교육
이 시작된다. 따라서  정규 교과 시간 중에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문자 교육 
등 기초적인 문해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다.  

61) 원진숙(2009)은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은 크게 다음의 세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자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주류 언어를 일반 학생과 같이 그대로 다
움화 가정 학생에게 가르치는 경우, 둘째, 제2언어 교육의 관점에서 언어적 소수자가 그 사
회에 적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주류 언어를 교수 학습하는 경우, 
셋째, 이중언어 교육의 관점에서 언어 소수자인 다문화 가정 학생의 모국어와 그 주류 사회
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함께 가르침으로써 두 개의 언어에 통달하게 해 주고 더 나아가 자신
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게 해 주는 경우로 요약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형은 방과후 프로그램 중심이
다. 정규 수업 시간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을 일반 학생과 통합한 상태에서 수업을 하다가 
방과 후에 한국어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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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결과는 연구자가 직접 28차시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학습자들

에게 듣기․말하기․읽기․쓰기 과제를 제시한 것을 종합하여 숙달도와 향상도

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어머니와 학교의 한국어 담당 교사와의 면담

을 통하여 가정에서와 학교에서 학습자들이 보인 생활 속 변화에 대하여 평가

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 수업은 어린이 외국어 학습 이론에서 많이 연구된 바 있는 이론들이

과연 실제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가 하는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찾음과 동시에

새로운 특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 수업을

통하여 연구자가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한국어 수업의 효과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한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ⅰ) 총체적 한국어교육은 어린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는가?

ⅱ) 총체적 한국어교육은 어린이 학습자의 어휘력을 신장시키는가?

ⅲ) 총체적 한국어교육은 어린이 학습자의 언어 기능을 향상시키는가?

ⅳ) 총체적 한국어교육은 어린이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

하는가?

3.2. 수업의 실제와 결과

본 실험의 연구 수업은 1시간으로 예정되었으나 매 시간 학습자들의 적극적

인 요구로 인하여 30분에서 1시간까지 초과할 정도로 동화를 활용한 총체적 한

국어 수업에 대한 학습자들의 높은 참여도와 열의 속에서 진행되었다. 수업의

시작과 종료는 유아 체조의 노래와 율동을 통한 데일리 루틴(Daily routine62))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동화를 활용한 수업은 언어 연습 동화와 내용 이

해 동화를 병용하였다. 언어 연습 동화는 큰 소리로 읽어준 후 관련 애니메이션

62) 데일리루틴(Daily routie)은 캐나다와 미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과’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반복을 통해 
어린이가 개념과 목표언어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데일리루틴의 목적이다. 데일리루틴은 
매일 하는 활동으로서 어린이의 발달에 맞게 반복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데일리루틴의 실천
은 여러 가지의 작은 활동들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매일매일 하는 날씨 이야기와 같은 
짧은 활동은 반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된다. 이후 사람들을 만나면 날씨에 관해 자연스
럽게 이야기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이 익숙해지게 하는 의미 있는 맥락으로 발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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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챈트와 파닉스 연습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읽기와 말하

기, 노래, 율동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후 쓰기 연습을 하고 나면 스스로 동

화책을 읽는 연습을 하였다. 최종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듣기 활동을 다시 반복

하면서 마무리를 한다. 내용 이해 동화의 활용은 보다 다양한 과정으로 이루어

지는데, 동화의 난이도와 내용의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 주로 교사가 큰 소리로

읽어준 후 어휘나 문형을 연습하거나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

다. 수업은 기본적으로 <표 20>과 같은 순서를 따라 진행되었으나 매 시간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었다.

단계 시간 내용 기능
도입 5~10분 인사 / 유아체조 / 율동 노래 + 율동

전개 40~50분

1) 언어 연습용 동화 활용 수업

① 듣기(큰소리로 읽어 주기) → ② 애니메이션 → 
③ 챈트 → ④ 읽기 → ⑤ 노래(율동) → ⑥ 파닉스 → 
⑦ 쓰기 → ⑧ 읽기 → ⑨ 듣기(애니메이션 듣기)

2) 내용 이해용 동화 활용 수업

① 읽기+생각하기(표지의 그림만 보고 내용을 추측함)
② 듣기(동화책을 넘기며 교사가 큰 소리로 읽어 주는 
동안 학생들은 그림을 보며 소리를 들음)
③ 글자 보기(동화책을 넘기며 교사가 큰 소리로 읽어 
주는 동안 학생들은 문장을 보며 소리를 들음)
④ 따라 읽기(교사가 큰소리로 읽어 주면서 반복되는 
문장에 집중하여 따라 읽는다)
⑤ 학생이 읽기(교사의 Reading Aloud 방식을 흉내내
며 학생이 직접 소리내어 동화 읽기)

  3) 동화 관련 활동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받아쓰기 등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정리 10분 동화 다시 읽어 주기 / 학생이 그림자 읽기 듣기 / 읽기

 <표 20> 본 실험 1차 연구 수업 진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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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본 실험 수업에서 연구자는 ‘통합성’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다. 수업에 반영된 통합성이란, ‘전체에서 부분으

로(Top-down)’ 맥락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부분에서 전체로

(Bottom up)’ 분석적인 언어학습을 병행하였다. 이는 ‘전체와 부분의 통합’, 인쇄

자료와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 등 ‘매체의 통합’, 듣기․말하기․읽기․쓰기 ‘기

능의 통합’을 의미한다. 

3.2.1. 주제 중심 내용 통합

본 연구에서는 동화를 기본 자료로 하여 동요, 애니메이션, 각종 교재․교구

등 다양한 자료를 병용하여 매체 통합적 수업을 진행하였다. 매체를 통합할 때

에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기본 학습 자료인 동화의 주제와 내용이다. 그 다

음으로 동화의 주제 및 내용과 맥락적으로 연계성이 있는 자료를 병용하는 것

이다. 즉,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한국어 수업에서 ‘동화의 내용 교육’

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3.2.1.1. 동화와 동요

어린이 외국어 교육에서 노래와 챈트는 학습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크

라셴(Krashen, 1983)은 노래나 챈트가 언어 학습에 있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안정감을 주며 자신감을 고양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노래가 언어 습득 장치에 있어서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촉진하므

로 노래로 배운 언어는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하였다. 개서(Gasser, 1979) 역시

노래에는 단어나 문장들이 반복되어 나오므로 어휘습득이나 문장의 구조를 익

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수업에서는 매 시간 시작과 끝에 체조나 율동 등 몸을 움직이며

노래하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하였다. 데일리 루틴(Daily routine)의 방법으로 항

상 똑같은 것으로 수업의 시작과 끝을 알림으로써 장소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실과 같은 학습 환경으로의 장면 전환이 자연스럽고 용이하게 되는 장점이

있었다. 데일리 루틴 활동은 수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서의 기능뿐만 아니

라, 노래를 듣는 것, 노래를 부르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이 연결되면서 노랫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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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또한 전신반응 교수법(TPR)으로 학습한 어휘의 파

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28차시 동안 매 수업에서 사용된 동요 자료는 <짤랑짤랑 유아체

조63)>이다. 이 체조의 노랫말에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외국어

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는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 학습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의

성어와 의태어는 한국인의 언어 습관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고 특히 어린이

언어에서는 빠질 수 없는 요소인 만큼 동화책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접할 기회가 많다. 따라서 어린이 언어 학습의 주요 내용으로 선정하

여, 데일리 루틴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학습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고려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이 체조의 노랫말에는 받침 ‘ㅇ’, 모음 ‘ㅡ’, 자음 “ㅈ, ㅉ, 

ㅊ, ㅅ,ㅆ” 과 같이 러시아인들에게 어려운 발음이 집중적으로 등장하여 유용한

발음 교육 자료가 된다. 연구자는 이 체조의 노랫말을 문자로 제공하지 않고 음

성으로만 듣고 따라하도록 하였다. 노랫말의 의미에 대한 설명 없이 동작과 표

정, 그리고 맥락을 통하여 의성어와 의태어의 느낌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그

리고 노래를 통해 학습한 의성어와 의태어는 추후 동화 활용 수업에서 내용을

기억해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수업에서 사용할 동요 자료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 두 가

지 기준을 따랐다. 첫째, 유사한 어휘의 중복 측면에서 동요들 간의 위계성을

고려하였다. 이전에 배운 동요에서 활용된 어휘가 다음 동요에 비슷하게 반복되

면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선수 학습한 내용을 반복하되 이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i+1)의 자료를 접함

으로써 나선형 학습이 가능해질 수 있다. 둘째, 주요 학습 동화와의 연관성을

63)                          <짤랑짤랑 유아체조>

짤랑짤랑 짤랑짤랑 으쓱으쓱 짤랑짤랑 짤랑짤랑 으쓱으쓱
쭈욱 쭈욱 으쓱으쓱으쓱 쭈욱 쭈욱 으쓱으쓱
랄라랄라 랄라 깡충깡충 깡충 랄라랄라 랄라랄라 깡충깡충
랄라랄라 랄라 깡충깡충 깡충 랄라랄라 랄라랄라 깡충깡충
하늘 보고 뚝딱딱 땅을 보고 통통통
하늘 보고 뚝딱뚝딱뚝딱 땅을 보고 통통통
데구르르 구르고 벌떡 일어나 데구르르 구르고 벌떡 일어서
훨훨 내리고 훨훨 내리고 훨훨 내리고 훨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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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다. 즉, 유의미한 맥락이 동화와 노래에서 반복적으로 이어질 때 같은 학

습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접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

한 경험을 통하여 파지 효과를 도울 수 있다64). 

위와 같은 기준으로 본 실험 수업에서 활용된 동요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순
서 곡명 (율동★) 작사

작곡 주요 내용 연계 동요 연계 동화

1 안녕! 잘가 샤오팡
중국어 인사하기 학교종

안녕!
달님 안녕
안녕하세요

2 학교종 김메리

아침 일상

일어나요
둥글게 둥글게

세수하고
일어나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3 일어나요 장고웅
이민숙

4 둥근 해가
떴습니다(★) 미상

5 세수하고(★) 미상

6 뽀뽀뽀 이재휘

가족명칭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엄마를 찾아주세요7 사랑해요 샤오팡

중국어 뽀뽀뽀

8 아기돼지 엄마돼지 미상

9 머리어깨무릎발
(★) 미상

신체기관
머리어깨무릎발

신체
둘이 살짝 

눈은 둘, 코는 
하나예요

10 사과같은 내얼굴 미상

11 신체 샤오팡중
국어

12 둘이 살짝 (★) 박경문
김방옥

64) 실험 수업을 종료한 지 9개월이 경과한 후, 2012년 5월에 다시 학습자들을 방문하여 동요
와 동화를 활용한 수업을 실시해 본 결과, 동요의 경우 그동안 집에서도 계속 반복해 와서 
노래말을 거의 다 기억하고 있었으며, 율동도 노래 말에 맞춰 잘 기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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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곡명 (율동★) 작사

작곡 주요 내용 연계 동요 연계 동화

13 나처럼 해봐라
(★) 외국곡

동작동사
의태어
명령어

짤랑짤랑
그대로 멈춰라

둘이살짝
빙빙돌아라

그대로멈춰라

누구일까요?
비켜, 비켜

동글동글길쭉길쭉

14 꼬마야 꼬마야
(★) 구전동요

15 둥글게 둥글게
(★) 이수인

16 빙빙 돌아라 (★) 외국곡

17 그대로 멈춰라
(★) 김방옥

18 새신 윤석중
손대업

19 주먹 쥐고(★) 미상

20 생일축하노래 미국곡 생일축하 커다란 자루속
상자가 쿵

21 커다란 자루속 미상 생일축하노래

22 오이 미상 의태어 누구에게 줄까요?
동글동글길쭉길쭉

23 너의 이름은 뭐니

샤오팡중
국어 동물이름

아기돼지 엄마돼지
동물농장
악어떼

너의 이름은 뭐니

색칠공부 ‘동물’
내 뒤에 누굴까?

갈색 곰아, 갈색 곰아, 
무엇을 보고 있니?

그건 내 조끼야
소리의사

24 악어떼

25 동물농장

26 날씨가 어때요? 샤오팡중
국어 날씨

누가 똑똑 창문을 
두드렸을까?

변덕쟁이 날씨

(★) 표는 율동이 있는 동요

 <표 21> 실험 동요 선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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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를 활용할 때에 청각 자료뿐만 아니라 [그림 5]와 같은 시각 자료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어려운 어휘나 문장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쉽게 이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화 <안녕하세요>와 내용 연계 자료로서 동요 <안녕! 잘

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때에 ‘안녕히 가세요’와 ‘잘 가’와 같은 인사말이 대화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높임의 표현을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 언어적

설명과 더불어 시각적으로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과 플래시 동영상 자료

를 더하였다. 그 결과 노래 학습 이후에 역할을 나누어 인사 연습 활동을 해 보

면서, 시각 자료가 어린이들의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율동의 경우에는 움직임이 있는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보면서 동작

을 나타내는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고, 율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

게 학습하고 난 후, 동영상이 아닌 정지 화면만을 제시하였을 때에도 그 부분의

노래와 율동을 기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5] 동요 시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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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동요를 수업에 활용함에 있어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을

정하였다. 우선, 유사한 어휘가 많은 동요들을 하나의 군으로 묶어 어휘 수가

적은 것부터 차례로 제시한다. 다음으로 학습 동화의 내용이나 맥락과 연계되는

동요 자료를 연계하여 수업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원칙인 어휘의 중복을 적용한 수업의 사례로서, 기탄 그림 동화 <눈

은 둘, 코는 하나예요65)> 수업이 있다. 이 동화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수업에서

[그림 6]에서 보듯이 주요 어휘는 ‘눈, 코, 입, 귀, 하나, 둘, 반짝, 예뻐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어휘들이 중복되어 나타나면서 반복 학습이 가능한 동요 자료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동요 <사과 같은 내 얼굴>에서는 어휘 ‘얼굴, 눈, 코, 

입, 반짝’이 반복되며, 이후 동요 ‘작은별’에서도 ‘반짝반짝’이 반복된다. 그 다

음 동요 ‘주먹 쥐고’에서는 어휘 ‘주먹, 손, 손뼉, 머리, 반짝’이 반복된다. 동요

‘머리 어깨 무릎 발’에서는 신체 기관이 보다 다양하게 제시되며 ‘머리, 어깨, 

무릎, 발, 귀, 코’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따라서 이상의 동요들을 단계적으로 배

워 나감으로써 관련 어휘를 위계적으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용이해진다.

<핵심 어휘 및 표현>

나는 @@ 예요.  // 눈, 코, 입, 귀
하나, 둘        // 반짝반짝

[본문 내용]

(뽀글뽀글 퐁퐁퐁 뽀미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안녕? 나는 뽀미예요! 아빠 닮은 눈과 귀가 둘, 엄마 닮은 코와 입은 하나예요.

(거울을 보며) 그런데 만약
눈과 귀가 하나, 코와 입이 둘이라면 어떨까? 으! 징그러워.

반짝 반짝 빛나는 눈이 둘, 오똑한 코와 앙증맞은 입이 하나인 게 정말 좋아요.

65) 기탄 그림 동화 A-1집의 플래시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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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동화와 동요의 맥락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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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원칙인 내용과 맥락의 연결을 적용한 수업의 사례로서, 동화 <상자가

쿵> 수업이 있다. 이는 동화 ‘상자가 쿵’과 연계되는 동요 활동인데 ‘커다란 자

루 속 나라’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는 ‘상자가 쿵’의 이야기에서 상자 속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을 신기해하는 모습을 비슷하게 묘사한 동요이다. 이때에는 실

물 자료로 ‘상자, 자루, 빵, 바나나, 공, 사과’ 등의 모형 조형물을 활용하여 어

린이들에게 실제로 물건을 꺼내어 보게 함으로써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도를 고

취시킬 수 있다. 또한 동화 <상자가 쿵>에서 ‘선물’이라는 어휘를 학습하고 생

일 축하와 관련한 애니메이션 내용을 감상하게 한 후, 이 내용과 연계하여 [그

림 7]과 같이 생일 축하 노래와 생일에 관련된 시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림 7] 주제가 같은 동요와 동시

3.2.1.2. 동화와 애니메이션

본 실험 수업에서는 동화책과 같은 내용을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동

영상 자료를 함께 사용하였다. 애니메이션은 인지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정서적

인 면에서도 학습에 도움을 준다. 애니메이션을 보는 동안 애니메이션의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등장인물이나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함으로써 내용

파악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이다. 특히 애니메이션은 인물과 배경이 시각적으로

단순성을 띠기 때문에 드러내고자 하는 감정이나 의도가 다른 영상 매체에 비

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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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애니메이션에 담긴 드라마적 요소는 자연스럽게 사건의 전개와 인물

들 간의 관계에 주목하게 하는데, 이때 학습자는 이를 교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유추해 보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모호성에 대한 참을성이 길러

지며 듣기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교수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애니메이션의 스토리에 대한 전체적인 이

해력에 초점을 두는 교수 방법과 애니메이션의 각 장면에서 사용된 언어의 음

성적, 어휘적, 문법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둔 교수 방법이 있다. 

본 실험 수업에서는 애니메이션을 3단계로 나누어 학습 자료로 활용하였다. 

첫째, 파닉스와 챈트 등 언어 연습 내용을 담고 있는 1단계 애니메이션을 보여

준다. 어린이들은 반복해서 따라 읽어야 할 부분에서 합창으로 따라 읽으며 보

고, 듣고, 말하는 것을 동시에 연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교사는 애니메이션

화면의 옆에서 손동작과 표정 등으로 어휘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

는다. 어린이들은 이 동작을 따라하면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신체의 움직임

까지 더하는 학습 활동을 경험한다. 이로써 동화책 하나만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입력 방식보다 더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어린이들의 인지를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1단계 애니메이션에서 학습한 어휘를 포함하되, 보다 맥락이 있는 스

토리로 확장한 것이 2단계 애니메이션이다. 스토리 중심의 2단계 애니메이션에

는 보다 현실적인 장면이 제공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아직 학습하지 않은 어

휘와 대화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교사는 대화문을 모두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1단계 애니메이션에서 학습한 어휘가 나올 때에만 해당 어휘에 한 번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강조한다. 나머지 내용은 특별한 설명 없이, 어린이들

이 즐겁게 만화 영화를 보듯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도록 한다. 감상이 끝나고 난

후, 어린이들에게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본

인들이 학습하지 않았던 어휘나 문장의 내용도 상황과 이야기 전개의 흐름을

통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애니메이션 연계

활동이 끝나고 난 후, 자신들이 이해한 내용을 모국어나 한국어로 다시 이야기

하면서 본시의 학습 목표인 어휘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한다. 이때 학습자들

은 목표로 한 어휘들을 모두 다 쉽게 기억해내는 것뿐 아니라, 교사가 의도하지

않은 문장까지 추가로 학습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단계 애니메이션은 1단계 파닉스 애니메이션과 같은 문장이 챈트로 발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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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다 완성된 노래로 표현된 것으로, 즐겁게 노래하듯 문장을 다시 복습할 수

있다. 3단계 챈트 애니메이션의 화면에 제시되는 것은 실제로 학습자가 듣는 노

래말이 모두 문장으로 표현되었다. 2단계까지 어휘 학습이 이루어졌다면 3단계

에서는 문장 단위로 확대하여 학습 목표를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파닉스

단계에서 문해 능력을 길러야 한다면 문장까지의 확대는 다소 무리가 된다. 그

러므로 학습자의 수준이나 집중도를 고려하여 문장 학습으로 확대할 것인지 어

휘 학습에 머물 것인지를 융통성 있게 선택하여 수업에서 조절할 수 있다. 

다음은 <상자가 쿵>이라는 동화책과 함께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단계별 수업

과정의 사례이다. 1단계 애니메이션은 파닉스 중심의 어휘 연습으로 듣는 내용

과 시각적으로 보는 양에 차이가 있다. 즉, 학습자는 ‘상자가 쿵, 떨어졌어요. 

상자, 상자’로 문장을 들으면서, 애니메이션 화면을 통해 보는 것은 ‘상자’라는

글자와 그림뿐이다. 이때 ‘상자’라는 글자의 모음 ‘ㅏ’ 부분의 색깔을 다르게 표

현하여 시각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무의식중에 학생들이 모음 ‘ㅏ’에 주의를 기

울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아직 이 단계에서는 ‘전체에서 부분으로(Top 

down)’ 접근해 가는 것일 뿐이므로, 교사는 모음 ‘ㅏ’를 설명하려는 욕심을 부

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상자가 쿵>

상자가 쿵, 떨어졌어요. 상자, 상자
사자가 와요,           사자, 사자
하마가 와요,           하마, 하마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빵이 있어요,            빵, 빵
바나나가 있어요,        바나나, 바나나
가방이 있어요,          가방, 가방
우와, 신난다.

[그림 8] 1단계 파닉스 연습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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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오늘은 고고의 생일이에요. 

두두: 고고야, 생일 축하해                 고고: 고마워, 
      우와 멋지다. 이것을 다 준비한 거야?  고고: 응, 자질에 이름을 써 놨어. 
나나: 내 자리는 어디지? 우와, 찾았다. 나나!
두두: 그럼 내 자리는 어디지? 두두!. 이야, 여기가 내 자리인가 봐.
해설: 고고의 생일잔치에 또 누가 올까요? - 하마! 사자!
고고: 하마와 사자는 언제 오지? 
하마: 고고야, 생일 축하해                  고고: 어서와, 하마 자리는 여기야
      고마워                                   사자 자리는 여기야,
사자: 고마워. 이제 다 온거지? 그럼 우리 고고에게 노래 불러주자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

하마: 선물이야.                           고고: 고마워, 무엇이 들어있을까?
      어서 풀어봐  

해설: 고고가 받은 선물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고고: 바나나! 히히, 길쭉길쭉한 바나나다. 고마워, 잘 먹을게
      빵! 고소한 빵이다. 고마워, 맛있겠다. 
      가방! 예쁜 가방이잖아, 정말 고마워
      어, 그런데 이건 뭐지? - 상자! 
      내 선물인가 봐, 열어보자.  <인형이 튀어 올라 모두 깜짝 놀란다.>
      우와, 여기 카드가 있어.   <생일 축하해, 고고> 
      하아, 정말 깜짝 놀랐어. 하하하하하하

[그림 9] 2단계 맥락 어휘 학습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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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상자가 쿵!>의 2단계 애니메이션에서는 ‘고고’라는 등장인물의 생일 선

물로 선행 학습한 어휘 ‘상자, 하마, 빵, 사자, 가방, 바나나’가 반복적으로 제시

되고 있다. 1단계에서 주요 학습 내용이 되었던 핵심 어휘를 복습하기 위하여

이 어휘들이 포함되면서도 보다 맥락적으로 만화 영화와 같이 이야기를 구성한

자료이다. 이때 어려운 문장이 나와도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

요하다. 학습자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며 부담 없이, 즐겁게 만

화 영화를 감상하듯 집중하여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학습 목표인 단어

들이 나올 때에만 어린이들이 어휘를 반복해서 따라 말할 수 있도록 교사가 옆

에서 활동을 유도하면 된다.  

2단계 애니메이션 활동이 끝나고 나면 [그림 10]과 같이 쓰기 연습을 할 수

있다. 이때에 러시아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풀어쓰기를 통하여 각각의 자음과 모

음이 내는 소리와 글자의 모양을 일치시켜 가며 천천히 쓰고 난 후 이를 다시

모아쓰기하는 방식으로 풀어쓰기와 모아쓰기를 다 연습하도록 한다.

총체적 한국어교육에서 동화나 동요의 활용

이 음성 언어의 교육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

다. 맥락이 있는 유의미 학습은 동화나 동요

를 활용한 이해의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듣

기․말하기․읽기․쓰기 등 언어의 4기능을

고루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읽고 쓰는 문자 언어 교육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66). 

[그림 10] 어휘 쓰기 연습

66) 글레이저(Glazer, 2006)는 읽고 쓰기는 어린이가 실제적으로 필요를 느끼고 스스로 참여하
고 싶도록 만듦으로써 의미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자주 읽고 쓰는 
것을 보여 주고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읽기, 쓰기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그와 
연관된 활동으로 연결하여 의미 있는 방식으로 글자의 형태와 글의 기능을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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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애니메이션은 1단계의 파닉스와 챈트 애니메이션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어가 아닌 문장 단위로 학습자가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일치하는 자

료를 제공한다. 챈트 활동에 사용된 리듬과 비슷하지만 멜로디적 요소가 더해진

노래(song)가 함께 제공된다. 

[그림 11] 3단계 챈트 활용 애니메이션

아동 문학은 대체로 문자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 문학 텍스트를 문

자 언어 텍스트로만 인식한다면, 아동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동 문학 교육에서는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뿐만 아니라 청각, 시각, 촉각 등의

감각이나 움직임을 활용하는 학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

의 동화책을 인쇄된 책자로, 동영상이 결합된 전자 동화로, 동화를 활용한 역할

극으로, 주제나 어휘가 관련 있는 동요 부르기 활동으로, 동요에 맞는 율동으로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어린이의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적 특성에

맞는 흥미롭고 다양한 활동으로 확대,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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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동화와 전신반응(TPR)

어셔(Asher, 1997)는 언어 수업에 있어서 문제는 과도한 두려움이라고 보았다. 

즉, 학습자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지나치게 자아를 의식하여 방어적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이 바로 전신반응 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이다. 이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표현이 서투른 어린

이 학습자들에게 활용하기에 적합한 교수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동화를 활용한 수업에서, 언어로만 국한하지 않고

음악, 미술, 연극 등 다양한 매체의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전신반응 교수법의 접

근 방식을 취하였다. 이처럼 전뇌(Whole brain)를 활용하도록 자극하는 감각 학

습이나 동작 학습의 활용은 언어 표현이 부족한 초등학교 학습자가 자신의 생

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또한 나아가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문학 교육에도 필수적이다. 

동화를 활용한 수업에서도 동요나 율동을 활용한 수업에서 활용한 전신반응

법(TPR)이 효과적이다. 어린이들이 반복되는 문장이나 구에 가장 쉽게 친숙할

수 있고, 읽기에 가장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간단한 대사나 문장

을 골라 표정과 동작을 섞어 운율적으로 읽는 것이다. 리듬이나 억양을 살려 읽

는 과정에서 표현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을 수 있으며, 어려운 문장이나 어휘를

쉽게 익힐 수 있다. 좌뇌가 낱말을 배우는 동안에 우뇌는 멜로디를 학습하므로, 

언어적 정보를 배울 때 음악이나 음향 효과와 같은 청각적 이미지를 통한 경험

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의성어와 의태어를 학습할 때에는 청각적 이미지와 더불어 신체의 움직

임을 결합하는 것이 언어 이해력과 기억력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

어, 유아체조 동요 <짤랑짤랑>에서 나온 의태어 ‘으쓱으쓱, 쭈욱, 데구르르67), 

벌떡, 훨훨’ 등의 어휘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전신반응 교수법(TPR)을 활용하

여 쉽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추후 다른 맥락 속에서도 소리와

동작이 연결되어 빨리 재생되는 것으로 보아 동요를 활용한 전신반응 교수법이

어린이의 언어 이해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67) 유아체조 <짤랑짤랑>에서 나온 어휘 ‘데구르르’가 동화 ‘데굴데굴 굴러가네’를 학습할 때에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교사가 유아체조 ‘데구르르’의 몸동작을 보여 주자 ‘아, 데구르
르’ 하고 어휘를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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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할머니 집 가는 길68)>에 나오는 ‘똑바로’라는 부사를 몸으로 연습해 보

게 하였는데, 참가자 3명 모두 조심스럽게 ‘똑바로’ 걸어가는 모습을 흉내 내었

다. 사소한 동작이지만 어린이 학습자들은 큰소리로 웃으며 똑바로 걷는 동작을

반복하였고, 이후에도 수시로 교사가 몸짓으로 똑바로 걸어가는 모습을 재현하

면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똑바로 똑바로’를 외쳤다. 이 사례는 단순하고 간단한

어휘일지라도 어린이들은 자신의 몸으로 익힐 때 스스로 흥미를 부여하고, 또한

그 기억력의 파지 효과가 오래 지속됨을 보여준다. 이에 즉석에서 ‘똑바로—옆

으로—앞으로—뒤로—오른쪽으로—왼쪽으로’까지 어휘 학습이 확장되었다. 이와

더불어 동요 <둥글게 둥글게>, <빙빙 돌아라>, <그대로 멈춰라>, <나처럼 해봐

요>, <꼬마야 꼬마야>, <새신>, <주먹 쥐고>를 점진적으로 학습해 나갔다. 이로

써 방향을 나타내는 어휘와 동작의 명령어 등에 대해 익힐 수 있었고, 자칫 무

의미하고 기계적인 암기로 이어지기 쉬운 범주의 어휘들도 흥미롭고 자연스러

운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동화책으로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교재와 교구를 사용하는 것은 어린

이들이 문자에 대한 압박감을 줄여주고, 감각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교구를 활용하여 말하기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의 [그림 12]는 프뢰벨 읽기 프로그램과 연계활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교구이다. a)는 동화책 자체가 입체적으로 제작되어 있어 동화책으로 수업을 하

면서 학습자들이 돌림판을 돌려 원하는 내용을 만들어 가면서 읽을 수 있다. 따

라서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가능하고, 자신이 만든 내용을 말하게 하는 데에 용

이하다. b)는 간단한 퍼즐인데, 하나의 그림이 네 조각으로 되어 있어 맞추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이것은 문자를

모르는 학생들에게도 동화책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으로 효

과적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퍼즐의 내용으

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 c) 또한 동화책 자체가 입체적으로 되어 있

어 음절 단위로 글자를 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활동을 유도하는데 이

것은 음절 단위의 언어인 한글의 특수성을 활용한 효과적인 수업 방법이다. 학

68) <동화 내용 일부 발췌> 
    우리 집 앞 길을 곧장 걸어가서 / 들길을 똑바로 똑바로 / 이 길을 똑바로 똑바로 / 
    나는 걸었네, 똑바로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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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매우 신기해하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d)는 교구 b)의 변형인데 퍼즐을 다 맞추고 난 후, 완성된 것을

판에서 분리하여 입체적으로 세워 놓을 수가 있다. 이것을 세워 놓고 상점 놀이

등 역할극을 유도할 수 있어 같은 교구를 2~3가지로 변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어 다양하게 어린이들이 선호하였다.

a) b)

c) d)

  [그림 12] 동화책 관련 교구 활동

3.2.2. 총체적 기능 통합

본 연구에서는 동화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동요, 애니메이션, 교구 등을 유

의미한 맥락의 통합의 관점에서 연계하여 활용하였다. 이때의 통합이 ‘전체에서

부분으로(Top-down)’가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종적인 방향성이라면 횡적인 방향

성은 ‘다양한 수업 방법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험 수업에서는

동요와 동화, 애니메이션 등의 매체의 통합뿐 아니라, 듣기․말하기․읽기․쓰

기의 기능 통합을 통한 한국어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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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총체적 듣기

동화 활용 수업은 주로 교사가 동화책을 큰 소리로 읽어 주는(Reading Aloud) 

방식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엘리스와 브루스터(Ellis & Brewster, 1991)는 큰소리

로 읽어주기 방식은 듣기와 말하기에 있어서의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을 밝

히고 있다. 

① 이야기는 재미있고 동기를 주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② 이야기는 상상력을 동원하게 하고,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창의

력을 길러준다. 이야기는 상상과 실제를 연결하는 도구로서, 일상생활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③ 교실에서 이야기 듣기는 사회적 경험의 공유이다.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때로는 함께 웃는 과정이 즐겁기도 하지만 이야기 듣기는

아동의 사회적, 감성적 발달을 촉진하고 자신감을 심어 준다. 

④ 이야기는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을 무의식중에 습득하게 한다. 핵심 단어나

어구가 의도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기 쉽고, 다음

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게 해 준다. 교사는 다양하고 흥미 있고 쉽고 친

숙한 상황 속으로 아동을 인도함으로써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재구성하여 제시

할 수 있게 된다. 

⑤ 이야기는 아동의 듣기 능력과 집중력을 길러 준다. 그림, 삽화 등의 시각

적 보조 자료나 사전 지식과 상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며, 개인적인 경험에 결부시킬 수 있도록 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큰 소리로 읽어 주기 방법은 어린이들이 직접 동화를 읽기 전

에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듣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

회와 나도 잘 읽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학생들은

읽어 주는 동화를 듣다가 반복되는 구절(repeated patterns)이 나오면 모두 함께

합창낭독을 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눈으로 단어와 문장을 읽으

며,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활동을 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의 수업에서

<데굴데굴 굴러가네!>라는 동화를 읽어 주면서 어린이들에게 합창을 유도한 수

업 장면을 전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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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일부 전사 – 동화: 데굴데굴 굴러가네>

T: 데굴데굴 덱데굴, 커다란 밤송이가 데굴데굴!

   토끼가 나타났어요. 어? 이게 뭐지? 

   (아이들을 보면서 합창을 유도하며) 커다란 밤송이가~~ 어떻게?

S, A : (큰 소리로 따라 읽는다) 데굴데굴 덱데굴

H : (언니 오빠보다 더 큰 목소리로) 데굴데굴 덱데굴, 어, 이게 뭐지?

T: 히럴라! 한 번 더 해봐요(러시아어로 말한 것을 번역함)

H: (힘차게) 데굴데굴 덱데굴, 어, 이게 뭐지?

T: ‘어, 이게 뭐지’가 무슨 말일까? (러시아어로 말한 것을 번역함)

H: ‘어, 이게 뭐지’ 요. (러시아어로 말한 것을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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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에서 교사가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던 S양

과 A군이 교사가 의도한 대로 후렴구인 ‘데굴데굴 덱데굴’을 큰 소리로 따라

읽었다. 그 외에 글자를 모르는 4세 아동 H양도 교사가 읽어 주는 모든 것을

따라 읽는 것은 물론, 교사가 의도하지 않은 ‘어, 이게 뭐지’라는 내용까지 듣고

따라 읽었다. 이는 어린이 학습자들이 교사가 의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교사로부

터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단지 소리로만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

이다. 

H양의 듣기 능력은 읽기 능력으로 이어졌다. 글자를 전혀 모르는 H양의 경우

에는 교사가 동화를 읽어 줄 때에, 글자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글

자에 대한 부담감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교사의 낭독을 들으면서 A군과

S양이 글자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H양은 글자 대신 그림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동화의 내용을 들으면서도 동화의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을 관

찰하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다69). 그림을 통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교사

의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소리와 내용이 총체적으로 입력이 된 것이다. 처음에

한국어를 한 마디도 모르던 H양은 3개월의 수업이 끝난 후 글자는 모르지만 동

화책을 들고 선생님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비슷한 소리로 읽을 수 있는 단계로

까지 한국어 능력이 신장되었다. 

3.2.2.2. 총체적 읽기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학습자들의 읽기 활동의 목표를 문자 해독과 일부 어

휘의 암기,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의 의미 파악에 두었다. 아직 읽기 활동에 익

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읽기 방법은 합창

으로 읽기(Choral Reading)였다. 합창으로 읽기(Choral Reading)는 주로 반복되어

나오는 중요 구문이나 표현을 합창을 하듯이 읽는 방법이다. 교사가 읽어 주는

69) 교사가 동화를 읽어주면서 삽화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다. “난 화분 깨
지고”라는 표현에서 ‘화분’이라는 어휘, 특히 ‘난 화분’이라는 어휘를 과연 알 수 있을까가 
의문이었는데 교사가 지시하자마자 4세 H양이 재빨리 그림에서 찾아냈다. ‘줄에 종을 매달
았어요.’라는 표현에서도 역시 H양이 가장 먼저 ‘줄’과 ‘종’을 찾아내었다. 교사가 글자를 
짚어가며 읽어주는 동안 A군과 S양이 글자에 집중할 때 H양은 그림을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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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를 듣다가 반복되는 구절에서 다같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다. 눈으로

단어와 문장을 조금씩 읽게 되고,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하는 단계

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합창으로 읽기 활동에서 교사는 천천히 선창을 하고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기 학습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수업이 거

듭되는 동안 동화책의 내용과 소리가 익숙하게 느껴지면 동화책을 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큰 소리로 읽어 내게 된다. 이는 학습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에도 다함께 집단 읽기 활동을 하는 것이 부담감을 줄여 줄 수 있는 방법이라

는 것을 입증한다. 

합창으로 읽기 방법은 읽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하

는 기회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앞으로의 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읽기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는 혼자 동화를 읽어야 한다는 부

담감을 덜어 주고 능력이 앞선 어린이들에게는 성취감을 느끼게 해 준다. 그리

하여 어린이 스스로가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어린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읽기 능력을 갖게 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수업의 참여자 중 S양과 A군은 초등학교에서 글자를 배웠으나 읽기나 쓰기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S양에 비해 A군의 학습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A

군의 경우, S양에 비해 글자를 읽는 속도와 발음이 다소 뒤처지는 편으로, 받아

쓰기를 하여도 S양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개인 활동인 단어 읽기

나 받아쓰기를 하면 A군이 S양을 의식하여 부담을 갖는 모습이 자주 발견되었

다.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실험 수업에서 A군은 자신이 S양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학습 능력에 따른 부담감은 학습

자들의 읽기 양상에도 차이를 가져 왔다. 합창으로 읽기 활동을 할 때에도 처음

에는 A군은 자신이 틀리게 읽을 것을 두려워하여 동화책의 글자를 보지 않고, 

S양의 입모양을 보며 S양이 읽는 소리를 따라 흉내 내는 모습을 보였다. 

합창 수업에서 연구자는 학습자들 모두에게 시선을 맞추고 손가락은 글자를

짚고, 표정을 과장하여 감정을 최대한 살려서 학습자들의 읽기를 도왔다. 읽기

를 잘하는 S양은 연구자의 의도대로 연구자가 제공하는 조력을 활용하여 큰 소

리로 읽어갔다. 그러나 A군은 연구자를 보지 않고 S양의 입모양으로 시선이 자

꾸 옮겨 갔다. 선생님을 모델로 삼지 않고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친구를 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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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 그 친구보다 못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읽기 학습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합창으로 읽기를 함

으로써 A군이 개별 읽기를 할 때보다 더 유창하게70) 읽기를 수행하였다는 사실

이다. 비록 글자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 읽지는 않았지만, 친구와 속도를 맞

추어 읽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운율을 살려가며 읽는 연

습을 함으로써 추후 개별 읽기에서 신속성과 자동성을 겸비하여 정확하게 운율

을 살려 읽기를 수행하게 되었다. 

다음은 동화 <그건 내 조끼야>를 활용한 합창으로 읽기 활동 수업 사례이다.

70)  읽기 유창성이란, 정해진 시간에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단어를 사용한다거나 
평탄의 어조가 아니라 리듬을 살리는 어조로 읽는 것을 말한다. 즉, 읽기 유창성은 “쉽게 
읽고 물 흐르듯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읽기 유창성
(reading fluency)이란 읽기를 통한 이해의 영역으로 학습자가 시각적인 읽기 과제를 최소
의 시간을 사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읽는 정도를 말한다. 단어를 읽는 속도와 정확성 혹
은 힘을 들이지 않고, 의식적인 주의 집중으로부터 자유롭게 문자를 읽어 낼 수 있는 능력
을 뜻한다(해리스와 호지스, Harris & Hodges, 1995). 읽기 유창성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
어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신속성(Rapidity), 정확성(Accuracy), 자동성(Automaticity), 운
율성(Prosody)이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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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전사: 그건 내 조끼야>

T – 교사 / S – 학습자 S양 / A – 학습자 A군

T: (물개가 있는 페이지를 보여 주며) 자, 물개가 뭐라 그랬어요?
S, A: (선생님의 손동작을 따라하면서 동화의 글을 보며 읽는다) 
        (엄지 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정말 멋진 조끼다! 
        (검지 손가락을 올리며) 나도 한 번 입어보자!
        (양 팔을 펼치며, 목청껏) 그래! 

T: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학생들의 표정을 살핀다) 우와~! 어떻게 됐을까?
S, A: (깔깔깔깔 큰소리로 웃으며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동화책 앞으로 다가온다)
T: (침묵하며 페이지를 넘긴다) ........
S, A: (목청껏 비명을 지른다) 하하하!!!  꺅!!! 꺅!!! 꺅!!!! 깔깔깔!!!    
T: 자, 뭐라 그랬어요?
S, A: (동화책 속의 물개와 같이 난감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조금 끼나?

T: (페이지를 넘긴다)
S: 아~ 사자!
T: 와~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뭐라 그랬어요?
S, A: (선생님의 손동작을 따라하면서 동화의 글을 보며 읽는다) 
        (엄지 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정말 멋진 조끼다!
        (검지 손가락을 올리며) 나도 한 번 입어보자!
        (양 팔을 펼치며, 목청껏) 그래! 

T: (페이지를 넘긴다) 우와~ 짠!
S, A: (목청껏 비명을 지른다) 하하하!!!  꺅!!! 꺅!!! 꺅!!!! 깔깔깔!!!  
T: 뭐라 그랬어요, 사자가?
S, A: (동화책 속의 사자와 같이 난감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조금 끼나?
T: 조금 끼나? (어깨를 으쓱하며) 음~ 많이 끼는데?
    (페이지를 넘기자)
S, A: (환호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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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총체적 쓰기

러시아 초등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기능들

은 서로 독립적으로 교수되고 학습되어서는 안 된다. 구어(spoken language)는

문어(written language)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문어 또한 구어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이른바 총체적 언어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언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 있어 하는 언어 상황으로부터 시작함

을 의미한다. 그 상황을 표현함에 있어 말하기와 쓰기와 같은 표현기능은 학습

초기라 하더라도 필수적이다71).

동화책을 활용한 듣기 중심의 수업이 읽기의 유창성으로 이어진 것을 확인하

였다. 그리고 유창성은 다시 말하기 실력으로 이어졌고, 말하기 실력은 바로 쓰

기 실력의 향상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13]는 S양의 받아쓰기 점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4월 15일(단어 받아쓰기) 6월 8일 (문장 받아쓰기) 10월 28일 (문장 받아쓰기)
[그림 13] 받아쓰기 점수 변화

71) 러시아와 같은 KFL 상황에서는 한국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최대로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초등 2학년 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씩 1차시당 40분
씩 수업을 하는 경우 일 년에 모두 약 25시간 정도 공부하는 것이다. 이 시간을 최대한 활
용하여 언어의 네 기능을 골고루 발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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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수업을 시작할 당시 4월에 S양은 이미 한국어의 글자와 소리의 연결을

잘 하고 있는 편이었다. 4월 15일의 자료에서 보듯이 짧은 단어 받아쓰기 점수

는 90점이었다. 그러나 6월 8일, 받아쓰기의 단위가 단어에서 문장으로 넘어가

자 문장의 뒷부분에서 오류를 많이 보여 20점에 그쳤다. 연구자와 실험 수업을

약 1개월 반 정도 실시하였을 때의 받아쓰기 점수이다. 이후 3개월 간에 걸친

총체적 접근법에 의한 한국어 실험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S양은 여름 방학 기

간 동안 집에서 동생 H양과 함께 스스로 동화책과 전자동화를 반복해서 보았

다. S양은 2학기부터는 읽기 능력이 급속도로 신장되어 방과 후 한국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일반 학급의 수업만을 받았고, 국어뿐 아니라 산수, 

사회 등 다른 과목에서도 성적이 향상되었음이 확인되었다72). 

다음 [그림 14]은 S양이 쓴 일기이다. 이것을 보면 S양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

는 바를 한국어로 쓰는 것에 자발적인 흥미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a)는

자신의 일상에서 인상적인 사건 하나를 글로 표현한 것이다. (b)는 인상적인 사

건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어린이들이 주로 쓰는 일기는 그림 일기의 형

태가 많은데 글과 그림이 반드시 일정 분량을 차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연스럽게 글이나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의도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시

도가 쓰기 학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c)는 어떤 일을 시간의 순서대로 일

관성 있게 나열하여 글로 표현한 것이다. 어린이들은 제목에서 쓰려고 했던 주

제를 벗어나 산만한 나열식 쓰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S양의 일기에서는 비록

쓰기 분량이 적지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순서대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끝으로 (d)는 자신에

게 직접 일어나지 않은 제 3자의 일, 그 중 문학이나 영화 등 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자세히 묘사할 수 있는 글쓰기 형태를 보여준다. 이처럼 어린이

들은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말하기와 쓰기

등의 표현 능력이 발달하므로 가능한 한 과제라는 부담이 없이 자신이 하고 싶

은 말을 하고, 글로 쓸 수 있도록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

다.

72) S양에게 한국어를 지도하던 초등학교의 담당 교사와 학급담임 교사로부터 2학기가 시작되
면서 S양의 한국어 실력은 여름 방학 동안 놀랍게 향상되었으며, 한국인 학생들보다 읽기․ 
쓰기를 더 잘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방과 후 교실에서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게 되었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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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신의 일상을 글로 표현 (b) 자신의 일상을 그림으로 표현

(c) 순서대로 이야기를 서술 (d) 타인의 이야기를 전해줌

[그림 14] 초등학교 1학년 일기 쓰기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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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동화 활용 수업을 통한 듣기․말하기․읽

기․쓰기의 기능의 향상은 문자에 대한 지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습자에게

전 기능의 신장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쓰기 실력의 향상은 S양이나 A군과 같이 한글의 글자를 익힌 후에 수업

을 시작했던 학습자에게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한글의 문자 해독은 물론 자

신의 모국어에서도 철자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4세 아동인 H양이 언니와

오빠가 글자를 쓸 때 옆에서 모방해서 쓰려고 하고, 자신과 선생님의 이름에 관

심을 갖고 따라 쓰려고 하는 것에서 쓰기 학습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5]를 보면 H양이 문자를 인지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총체적 한

국어 수업을 시작한 지 1개월째인 (a) 단계에서는 그림과 글자의 구분이 불분명

하게 표현되어 있다. 학습 2개월째인 (b) 단계에서는 선생님의 모습을 그린 후

에 정상적인 글자는 아니지만 하트 모양의 주머니 안에 선생님의 이름이라고

생각되는 글자를 창안적인 모양으로 써 놓았음을 알 수 있다. 학습 3개월째인

(c) 단계에서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선생님의 이름을 써 달라고 요청하여 종이

에 써 주었더니 그림을 그리고 나서 똑같이 따라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c) 단

계에서 놀라운 점은 ‘밀라 선생님’이라는 다섯 음절 중에서 ‘밀라’라는 두 음절

이 선생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하트 주머니 안에 ‘밀라’를 분리해서 썼

다. 이것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을 음절 단위로 분리해서 쓸 수 있다는 것, 

즉 음절 단위의 한국어 글자인지가 학습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73) (a) [제목: 받아쓰기] 오늘은 받아쓰기를 했어요. 저는 백점을 받닸어요. 저 친구는 구십점
을 받닸어요. 이제 저는 받아쓰기를 백점을 바즐거예요.

    (b) 오늘은 공원에 갔아. 공원에 많이 놀았다. 공원에 이런거 있다. + (그림) 
    (c) [제목-나뭇잎] 오늘은 나뭇잎을 만들었어요. 가위로 종이를 울었어요. 풀로 나뭇잎을 

종이에 붙여요. 그 종이에 그림을 그렸어요. 다음에 허수아비를 그렸어요. 참새도 그려고 다
음에 꽃을 그려고 물도 그렸어요 다음에는 종이로 가위로 모자를 올었어요. 물고기도 그렸
어요. 사람도 그렸어요. 나비도 그렸어요. 해님도 그렸어요. 하늘도 그렸어요. 벌도 그렸어
요. 무당벌레도 그렸어요. 다음에는 왕성뎄어요.

    (d) [제목: 욱긴 텔레비전] 오늘은 완전 욱긴 텔레비전을 밨어요. 텔레비전에는 뭐슨 욱긴
고 볼르져(텔레비전에서 뭐가 웃긴지 모르죠) 저이가 알려 죽에요(제가 알려 줄게요) 완전 
욱긴고는 그 고양이랑 개가 싸웠을데 개랑 고양이가 깜짝을데 쥐랑 예쁜 쥐랑 놀고 있었어
요. 그 다음에 고양이랑 예쁜 고양이도 고양이 있었어요. 근데 고양이랑 개는 계속 싸웠어
요. 그 다음에, 예쁜 쥐랑, 쥐가 집에 갔요. 예쁜 고양이도 고양이랑 집 갔어요. 다음에는 
사이좋게 살아서 예쁜 고양이안테 꽃을 사주셨어요. 예쁜 쥐안테도 꽃을 사주셨어요. 참 욱
기지요. 이제는 끄~ㅌ 끝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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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습 1개월째 (b) 학습 2개월째 (c) 학습 3개월째
[그림 15] 4세 아동 쓰기 이해 발달 과정

본 연구 실험의 목표는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을 둔 다양한 자료와 학습

활동을 통하여 초등학생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원리

를 발견하고자 함이었다. 3개월간 28차시에 걸친 실험 수업을 통하여 나타난 학

습자들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변화를 개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A군은 자신의 집에서 수업할 때와 S학습자의 집에서 수업할 때 활동성

에 차이가 날 정도로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다. 처음에는 한국어로 말하기보

다는 영어로 대화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듣기에 비해 말하기 활동

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총체적 접근법에 바탕을 둔 동화 수업을 실

시한 후, 교사가 손가락으로 짚어 가며 큰 소리로 읽어 주는 동화책의 문장을

또박또박 따라 읽게 되면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함께 공부하는

S양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승부욕이 강해, 소리 내어 읽기 실력이 눈에 띄게 향

상되었다. 맥락이 없는 교과서 문장이나 노트에 필기된 개별 단어를 혼자 읽을

때면 받침의 발음을 글자대로 하려는 모습74)을 보이지만 교사가 읽어 주는 것

을 따라서 그림자 읽기를 하면서 어말 자음의 발음오류 현상이 많이 개선이 되

었다.

74) 빗 [비ㅅ], 잎 [이ㅍ] 로 발음하며 이러한 현상은 이름을 쓸 때에도 ‘호세ㄴ’라고 표기하는 
특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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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접근법에 의한 동화 수업에서 흥미와 만족감이 아주 높아져 교사가

보여 주는 학습용 동영상 자료와 노래, 율동에 관심이 많았다. 이후에 교사에게

따로 자료를 달라고 하여 수시로 집에서 복습을 하는 등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

로 발전한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3개월 실험 수업 후 1개월간 본국인 이란에 다녀왔으나, 추후 확인한 바로는

연구자와 수업을 한 동화, 노래, 율동 등을 거의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개학 후

재학 중인 학교의 한글 특별반 교사의 심층 면담에서 A군이 한국어 실력이 급

격히 좋아지면서 학교생활 전반에 활기와 자신감이 넘친다고 응답하였다.

S양은 두뇌가 명석하고 학습 의지가 높아 한국에 온 시기로는 A군보다 더 늦

지만, 연구자와 실험 수업을 시작할 당시에 이미 읽기와 쓰기에서 A군에 비해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말하기는 연습 부족으로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소리를 정확히 인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아동이어서 음성 언어

중심 수업에서 발전 속도가 아주 빨랐다. 동화 수업을 하면 자신이 말을 한 단

어나 문장을 반드시 글로 써 보고 싶어 하고, 받아쓰기를 좋아하며 거의 정확하

게 듣고 받아썼다. 

S양은 비록 단어의 뜻을 모두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연구자가 큰 소리로

읽기(Reading Aloud)를 한 목소리와 표정까지 그대로 흉내 내며 따라 읽기를 좋

아하였다. 연구자와 수업이 끝나면 집에서 몇 번이고 동생을 상대로 다시 읽어

주기를 하면서 어휘력과 표현력이 급속히 향상되었다. 특히 동화책에서 새롭게

배운 표현을 일상 대화에서 곧바로 적용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S양은 3개월간의 총체적 접근법에 의한 동화 실험 수업이 끝나고 개학을 한

이후에는 한국어 특별반에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되었다. 말하기 능력은 이미 한

국 아동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받아쓰기도 평균 90점을 넘

었다. S양의 경우는, 어린이 학습자들은 3개월 만에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의 4기능이 고루, 빠르고 높은 수준까지 발달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4세 아동인 H양은 처음에는 S양과 A군의 한국어 수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다

가 노래와 율동, 애니메이션, 동화 읽기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수업에 이끌려

스스로 동참하게 되었다. 한국어로 말을 해 보거나 학습해 본 경험이 없었음에

도, 율동을 겸한 노래를 2차시 만에 다 익힐 정도로 음성언어 습득에 빠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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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다. 3개월간의 수업 동안 매일 수업을 하기를 원할 정도로 동화 수업을

좋아했으며 아직 문자는 모르지만 한국어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정도로 듣기

와 말하기 실력이 향상되었다.

연구 종료 이후 9개월이 지나고 다시 만나 3차시에 걸쳐 한국어 수업을 실시

하였을 때 가장 큰 발전을 보인 것은 4세 H양이었다. 언니인 S양과 함께 거의

매일 총체적 언어 학습 자료로 가정에서 공부한 결과, 말하기 실력이 크게 향상

되어 있었다75). 이는 적극적인 H양의 성격과 언니인 S양이 꾸준히 동화책을 읽

어준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이라고 이들의 어머니는 해석했다. 

총체적 언어접근법으로 한국어에 흥미를 가진 어린이들이 흥미를 유지하고자

자발적으로 독서 활동을 하여 언어의 4기능이 고루 발달한 결과로서 본 실험

수업이 의도한 효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난 사례라고 할 수 있다76). 

75) [대화 전사, 2012년 5월. 실험 종료 후 9개월 경과]
    

              오랜만에 만난 연구자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와서 고르고 있다.

     H양: (동화책 목록을 보며) ‘짱구는 못 말려’ 완전 재밌어
          (동화책 목록을 보여주며) 이거도 복고(봤고), 이거도 복고, 이거 두 개 안 복고, 
                                  이거도 복고. 선생님, 이거 봤어요?
                            응, 이건 없어요. 이거도 없구요, 이거도 없구요 이거도 없어요. 
                            이거 안 복고, 이거 안 복고, 이거 봤어요. 
          (목록을 덮으며) 끝났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고른 책을 읽어주었다. 

    H양:    선생님, 이거 봐요. 이것도 있어요. 이거 봐요
    연구자: 우와, 이거 뭐지?
    H양:    구두요. 하트도 있어요. 머리가 @@어요
    연구자: 머리가 다 올라갔네?
    H양:    네, 머리가  가버렸어요
76) 이미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S양과 이제 러시아어보다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이 더 

익숙한 H양에게 연구자는 더 이상 러시아어를 메타언어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 두 학생과 달리 A군은 한국어 실력이 크게 향상된 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A군의 어
머니에게 확인한 바로는 3개월 간격으로 2차례 본국인 이란에 다녀오면서 한국어를 자꾸 
잊어버려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어린이들은 배우는 속도도 빠르지만 잊는 속
도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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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연령(만) 재학
학년

한국어 
학습기간

표본수
(모집단
인원수)

실험 수업
시간수 국적

2A
7-8세 2학년 없음

26 (29) 8

러시아

2B 25 (27) 8

3A
8-9세 3학년 1 년

28 (31) 8

3B 26 (31) 8

4A
9-10세 4학년 2 년

28 (30) 8

4B 23 (30) 8

4. 총체적 한국어교육의 현장 적용

본 절에서는 사전에 실시한 예비 실험과 1차 질적 연구 실험의 결과를 바탕

으로 러시아 초등학교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하여, 총체적 접근법에 바탕을 둔

한국어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하였다. 

4.1. 수업의 설계

본 실험의 목적은 러시아 초등학교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내용 구성의

원리와 내용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A 초등학교 2, 3, 

4학년 178명을 대상으로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8주간, 총 8차시에 걸쳐 연구

자애 의하여 실험 수업이 진행되었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A 슈콜라의 초등학교 2학년

두 그룹(각 29명, 27명), 3학년 두 그룹(각 31명씩), 4학년 두 그룹(각 30명씩)으

로 178명이다. 참가자 모두 러시아 국적으로 모국어가 러시아어이며, 수업 중

교사와의 의사소통 언어 역시 러시아어가 사용되었다. 표본수는 전체 재적수에

서 수업에 1회 이상 결석하거나 평가나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을 제외한 인

원이다. 자세한 인적 사항은 다음 <표 22>와 같다. 

(* 모집단과 표본수의 차 = 1회 이상 결석자)

<표 22> 본 실험 2차 연구 수업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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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대상이 되는 2, 3, 4학년의 수업은 그룹을 나누지 않고 한 학급 30명이

전체 수업을 하는 학급 형태이다. 실험자가 수업을 시작한 7월은 러시아에서 5

월 말로 학년제가 끝나고 9월에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기 전의 방학 기간이었다.  

본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1, 2, 3학년을 마치고, 9월 진급을 앞 둔 예비 2, 3, 

4학년이다. 실험 수업이 9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학습자들의 학년이 진급한 학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통일하고자 한

다. 블라디보스토크 A학교의 경우, 2학년부터 영어와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므로

본 실험 참가자의 한국어 학습 경험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2학년 (예비 2학년) : 한국어 학습 경험 없음. 
3학년 (예비 3학년) : 한국어 학습 경험 1년 (주 2차시)
                    [자음] ㄱ~ㅇ    [모음] ㅏ, ㅓ, ㅗ, ㅜ, ㅣ
                    [표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4학년 (예비 4학년) : 한국어 학습 경험 2년 (주 2차시 // 매년 다른 선생님)
                    [글자] 자음과 모음 연결하여 쓰기, 쉬운 받침 글자  
                    [표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OOO입니다. 오늘은 O월 O일입니다.

                
본 실험은 별도의 대조군을 따로 설치하지 않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기반을 둔 실험 수업에서 사용될 자료나 내용, 방법 등이 현재 러

시아 슈콜라의 한국어 수업에서 사용되는 그것과 공통된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이다. 공통점이 없는 상황에서는 비교 자체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으므로, 실험

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이유는 총체적 접근법에 기반을 둔

실험 수업이 새롭고 재미있는 교수법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 실험 수업에 대

한 학습자와 학부모, 담임 교사의 기대가 높아 아무도 대조군으로 편성되기를

원치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대조군이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총체적 실험

수업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기반을 둔 한국어 수업의 효과를 비교 검증

할 수 있는 대조군이 설치되지 않은 한계점은 진단 평가 결과를 통한 상급 학

년과의 비교로 보완하고자 한다. 실험에 앞서 3학년과 4학년에게 진단평가를 실

시하여 각각 2학년과 3학년 과정에서 학습한 한국어 능력을 측정한다. 그리고 8

주의 실험 수업을 실시한 이후에 2, 3, 4학년에게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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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생들의 진단평가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8주간의 총체적 수업의 학습 효

과를 확인한다. 이것을 구조화하면 [그림 16]과 같다.

2학년 3학년 4학년

전통적
수업
[1년]

        

2학년 학습내용 
진단평가 [T-2]

3학년 학습내용
진단평가 [T-3]

                                      비교                       비교  

총체적
수업
[8주]

성취도 평가
[W-2]

성취도 평가
[W-3]

성취도 평가
[W-4]

[그림 16] 본 실험 2차 연구 수업 평가 구조도

학습 자료와 방법은 질적 연구 실험에서 활용한 예측 가능 그림 동화와 애니

메이션, 노래, 챈트, 파닉스, 율동 등을 활용하였다. 예비 실험이나 질적 연구의

경우와 달리 30인 내외의 학생이 참여한 학급인 점을 고려하여 수업에 집중도

를 높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수업 내용이 되는 동화책은 그림 파일로 스캐

닝하여 학급 내의 모든 학생이 잘 볼 수 있도록 확대하여 제시하였다. 인형, 동

물 머리띠, 과일 모형 등의 실물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

도록 오감(五感)을 자극하여 흥미와 집중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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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업의 실제와 결과

8주간의 수업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차시 동화 내용 활동 특징

1 상자가 쿵
모음 ‘ㅏ’

[상자/사자/하
마/빵/바나나/

가방] [기본활동77)
]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생일 축하 
노래’를 수업 내용으로 계획하였으
나 너무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업
에 응용하지 않음

2
상자가 쿵 모음 ‘ㅗ’

[오이/타조/
포도/타조/
토마토/똥]

과일과 채소의 실물 모형을 수업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학습의 흥미
와 집중도를 고취하고 게임의 소
품으로 응용함.

누구에게 
줄까요?

3 누구에게 
줄까요?

김치
하나, 둘, 셋

[기본활동]
사진찍기 

놀이

전시 학습한 어휘
를 활용한 게임 
수업

반복되는 모음
에 주의를 기
울이며 흥미를 
보임78).

4 무엇을 
먹을까요?

모음 ‘ㅡ’
[아이스크림, 

케이크]
[기본활동]

전시 학습한 바나
나, 포도, 토마토 
등의 어휘가 반복 
제시됨

러시아에 없는 
‘고구마’는 설
명하기가 어려
움

5 그건 내 조끼야 동물 이름 
연습

색칠하기
역할극

동물 머리띠에 관
심을 보이며 역할
극에 적극적임

동물의 이름을 
글자로 쓰고 
싶어함

6 눈은 하나 코는 
둘이에요

눈,코,입,귀
하나,둘 율동

머리 어깨 무릎 
발 – 율동으로 
확장 활동

어휘 쓰기에 
관심이 많음

7 공룡이 
나들이를 가요

단어 읽기
공룡, 바나나, 

포도
단어 퍼즐

쓰기

전시 학습한 바나
나, 포도, 토마토 
등의 어휘가 반복 
제시됨

단어 퍼즐
단어 쓰기

8 자기 이름 쓰기 자음, 모음 글자 
익히기

글자에 유난히 관심이 많아 러시
아어와 한국어 철자를 대조해 가
며 자신과 가족의 이름을 씀.

<표 23> 본 실험 2차 연구 수업 (2학년)

77) 기본활동은 매 수업에서 활용되는 애니메이션, 파닉스, 챈트, 노래, 따라 읽기 등의 활동을 
가리킨다.

78) 모음 ‘ㅏ’와 ‘ㅓ’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질문한 후 음
가를 스스로 발견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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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동화 3학년 4학년

1 상자가 쿵 [기본활동] 동화에 등장하는 <생일축하 
노래> 배움

2
상자가 쿵

[기본활동]
상자에서 물건이 나오는 것과 

연관지어 
동요 “자루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배움
누구에게 
줄까요?

3

무엇을 
먹을까요?

단어 퍼즐 / 단어 쓰기
단어 퍼즐 / 단어 쓰기
실물 모형 자료 활용

시장 놀이공룡이 
나들이를 가요

4 눈은 하나 코는 
둘이에요 ‘머리-어깨-무릎-발’ 율동 ‘머리-어깨-무릎-발’ 율동 

‘사과같은 내얼굴’ 동요 

5 그건 내 조끼야 동물 이름 익히기
역할극(몸짓 중심)

동물 이름 익히기
역할극(대사와 몸짓)

6 소리 의사 동물 울음소리 익히기 동물 울음소리 익히기
역할극(내용 이해)

7 모두 함께 
노래합니다. 동물 농장 노래

동물 농장 노래
극장 모형 만들기

(인형극)

8 데굴데굴
굴러가네

<짤랑짤랑 체조>의 어휘와 
연관지어 ‘데굴데굴’을 
동작으로 묘사함(TPR)

차다 / 감다 / 던지다
휙 / 데굴데굴 / 뚝

등 동작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어휘의 의미 연습

<표 24> 본 실험 2차 연구 수업 (3, 4학년)

본 실험 수업은 대상이 되는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2학년은 아직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진단평가를 실시하

지 않았고, 3학년은 지난 1년간, 4학년은 2년간 한국어를 학습한 것에 대한 진

단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평가 문항은 학습자의 노트에 필기가 된 내용에서 출제

하였으므로 이미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평가 방법은 객관식 지필 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러시아 학습자의 특성을 반

영하여 읽기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음성 언어 평가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3, 4학년 전체 학습자에 대해 평가하기가 어려워, 3학년과 4학년 학생 중 지난

학기 한국어 평점 3점, 4점, 5점을 받은 학생을 각각 5명씩 표본 추출하여 총

30명의 학생에 대하여 읽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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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항수
3학년 정답률 (%) 4학년 정답률 (%)

발음 명칭/의미 발음 명칭/의미
자음 5 22 47 48 70
모음 5 12 9 29 23
글자 5 6 - 22 -
단어 5 2 0 16 8
문장 2 0 0 5 0
계 25 8.4 14.2 24.4 24.3

<표 25> 읽기 영역 사전 진단 평가 (T2 / T379))

<표 25>에서 먼저 자음 ‘ㄱ, ㄷ, ㅁ, ㅅ, ㅈ’에 대한 인지 정도를 살펴보면, 

자음의 명칭(3학년 47%, 4학년 70%)에 비해 소리에 대한 인지(3학년 22%, 4학

년 48%)가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음의 명칭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자음의 소리에 대한 인지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음 ‘ㅏ, ㅓ, ㅜ, ㅡ, ㅣ’의 경우에는 명칭과 소리가 달리 구분되지 않는 것

임에도 어린이들은 소리로 기억하는 것이 곧 모음의 명칭이라는 것을 몰라 모

음의 읽기(3학년 12%, 4학년 29%)에 비해 명칭에 대한 인지(3학년 9%, 4학년

23%)가 더 낮게 나타났다. 이상 자음과 모음 낱글자의 소리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지가 3, 4학년 모두 자음이 모음보다 조금 더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

로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데에 있어, 3학년은 30% 이하, 4

학년은 50%이하로 나타나 어린이들이 자음과 모음을 잘 읽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글자 읽기에서는 자음과 모음을 연결하여 받침이 없는 글자 3개 <소, 비, 르>

와 받침이 있는 글자 2개 <말, 홍>에 대하여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3학년 학생

들은 6%만이 받침이 없는 글자를 읽을 수 있었고, 받침이 있는 글자는 읽지 못

하였다. 4학년은 15%가 받침이 없는 글자를, 7%가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어, 

모두 22%가 정확하게 글자를 읽었다. 이로써 자음과 모음의 낱글자에 대해 알

고 있더라도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여 음절 단위의 글자를 읽는 것은 어려워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9) T2, T3는 본고의 76쪽에서 사용한 용어로 각각 2학년과 3학년 때 전통적 접근법에 기반
을 둔’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한국어를 배운 학습자의 진단평가 결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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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단어 읽기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평가 어휘는 ‘토끼, 하마, 가방’으

로 소리 내어 읽기와 의미에 대한 이해를 테스트한 결과, 3학년은 오직 2%의

학생만이 ‘하마’를 읽었고 나머지는 읽지 못하였다. 4학년의 경우 16%의 학생이

‘하마, 토끼, 강아지’를 읽었고, ‘언니’와 ‘할머니’는 읽지 못하였다. 정확히 읽은

어휘도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8%에 불과하였다. 문장 읽기 테스

트는 <고양이가 노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의 두 문장을 읽고 의미를 이

해하는가를 확인하였다. 3학년은 한 명도 정확히 수행하지 못하였고, 4학년은 2

명의 학생이 두 문장을, 1명의 학생이 한 문장을 정확히 읽었을 뿐 의미를 알고

있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3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2학년 과정에서 1년간, 4학년은 2~3학년에서 2년간

한국어를 학습하였다. 그러나 위의 읽기 진단 평가를 통해, 읽기 능력이 각각

15%와 25% 이하로 저조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3, 4학년 모두 문자 해독과

어휘 능력, 문장 이해 능력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 3 ,4학년 전 과정에 걸쳐 문자 해독의 과정을 포함하여 어휘와 문장으로 교

육의 초점을 확대해 나가야 함을 시사한다. 

3학년과 4학년은 자음과 모음의 명칭과 소리, 그리고 음절 단위로 어떻게 모

아쓰기 해야 하는지 이미 학습하였지만, 아직까지 1음절, 2음절의 어휘도 제대

로 읽거나 받아쓰지 못했다. 따라서 제대로 읽고 쓰는 문자 교육을 위하여 파닉

스 수업을 병행하였다. 그러나 2학년에서와 같은 문자 해독에 중심을 둔 방법이

아니라, 파닉스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특정 음소들을 시각적 자극으로 제공하기

만 하였다. 파닉스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을 하거나 활동하기보다는 학습자 스스

로 이해하게 하고 보다 많은 관심을 단어의 의미와 쓰임에 두도록 유도하였다.  

본 실험 수업은 2학년에서 문자 해독을, 3학년에서 어휘 이해를, 4학년에서

문장 표현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내용은 각 학년별

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학년에 걸쳐 그 비중을 달리하며 회귀적(recursive)

으로 반복 학습하여 학습 단계별로 골고루 지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학년별

비중은 각기 다르다. 2학년의 경우, 음성 언어를 통한 어휘 이해를 중심으로 하

였다. 3학년의 경우, 문자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문자 해독과 어휘 이해를 비슷

하게 병행하였다. 4학년의 경우는 문자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어휘의 이해와 문

장의 표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유동적으로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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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8차시 수업을 통하여 이루어진 학년별 문자 해독과 어휘 및 문

장의 의미 이해 교육의 비중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7]과 같다.

  

  2학년               3학년               4학년

의미 이해

              

문자 해독

[그림 17] 학년별 문자와 의미 교육

 

4.2.1. 문자 해독

어린이들이 언어를 학습할 때 초기 읽기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단

어 인지 학습이다(에흐리, Ehri, 1998; 라이온, Lyon, 1995). 이때, 소리와 철자

관계에 대한 음운 지식이 필수적인데, 그 이유는 소리에 대한 음운 지식이 향후

읽기 학습 과정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음운 지식은 문자 인식과, 단

어를 개별 구성소로 나누어 읽을 때, 나아가 어휘 학습에도 필수적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체계적인 문자 지도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

히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아동의 대부분이 가정이나 유치원에서 비공식적으

로 문자를 어느 정도 해득해 온다는 인식(교육부, 2000)을 토대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은 국어교육과정에 기초

문해 능력 지도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또 국어 교과

서의 내용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이경화, 2006). 

그러나 이와 달리 러시아의 초등학생들은 음절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것으로

모국어 교육이 시작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음절(слог)’라는 용어의 개

념을 정확히 알고 있고, 이 용어를 쉽게 사용할 정도로 모국어 교육이 분석적이

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열이 높은 러시아의 부모들의 특성과 읽

기․쓰기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을 고려할 때 문해 교육도 실제적이고 의

미 있는 맥락에 의한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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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전사: 2학년 A반 - 2차시>

교사가 칠판에 ‘사자’와 ‘하마’를 써 놓고 어린이들이 그것을 따라서 쓰고 있는 도중에 어떤 
남학생이 질문을 함. 

S1: (모음 ‘ㅏ’를 가리키며) 선생님, 여기 왜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많아요?
T: (학생 전체가 듣도록 큰소리로) 와,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정말 훌륭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벌써 이렇게 훌륭한 질문을 해서 선생님은 아주 기뻐요. 
SS: 무슨 질문인데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영어 교육이 3학년부터

시작하지만, 문자 언어의 도입은 5학년부터로 음성 언어보다 2년이나 늦었다. 

그러나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음성 언어보다 한 학기 뒤늦은 3학년 2학

기에 문자 언어를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겨졌는데, 그 이유는 이미 모국어 학습

을 통하여 문자와 음성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문자를 배제한

음성 중심의 언어 학습이 오히려 효과와 흥미를 반감시킨다는 연구 결과에 의

해서이다. 이렇듯 한국의 초등학교 영어 교육에서는 문자 언어의 필요성을 인지

하면서도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동시에 지도를 시작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연구자는 한국어를 한 번도 접해 보지 않은 러시

아 초등 2학년 학생들에게 음성과 문자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학습의

부담감을 늘리고 흥미를 반감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의 우려와 달리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2학년 학습자들은 ‘문자’

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 다음은 2학년의 문자 수업 장면의 사례이다80). 연구자

는 총 8차시의 실험 수업에서 후반부에 음운 인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

였다. 따라서 교사는 1차시와 2차시에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어휘 학습을 하면

서도 파닉스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어린이 학습자들은 학습하는 어휘를 한국어로 쓰고 싶어 하였다. 학습자

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칠판에 동화 수업의 핵심 어휘를 한국어로 판서하였다. 

다음은 한국어 수업 2차시에 2학년 학생들이 스스로 음소의 모양과 소리에 관

심을 기울이고 의문점을 질문하는 적극성을 보인 사례이다. 

80) 러시아어로 진행된 대화를 번역하여 전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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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여기에 왜 이렇게 같은 게 많아요?” 라고.
   (질문한 남학생을 바라보며) 이렇게 훌륭한 질문을 한 게 누구죠?
S1: (처음 질문한 남학생이 자랑스럽게 손을 듦) 저요! 제가 질문했어요.
SS: (손을 든 남학생을 부러운 듯 바라본다)
T: 왜 그럴까요? 왜 같은 게 많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천재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찾아볼까요?
    (판서가 된 ‘사자’를 가리키며) 왜 그럴까? 이걸 뭐라고 하죠? 러시아어로 써 볼까요? 
SS: 례프 
T: 례프? 맞아요, 례프를 한국말로는?
SS: (합창으로) “사자”
T: 맞아요, “사자” (러시아어로 ‘사자 = саза’를 표기한다)
   (판서 된 ‘하마’를 가리키며) 비기모트는?
SS: (합창으로) “하마”
T: 맞아요, “하마” (러시아어로 ‘하마 = хама’를 표기한다)
   (사자와 하마의 모음 ‘ㅏ’를 가리키며) 한국말로 이게 ‘아’예요.
   그래서 똑같은 게 이렇게 많아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수업 전사: 2학년 A반 - 3차시>

칠판에는 ‘오이’, ‘토마토’, ‘포도’, ‘타조’, ‘코끼리’, ‘똥’, ‘빵’이 판서되어 있다.

S2: (교사에게 다가와 겹자음에 대해 질문함) 선생님, 왜 똑같은 게 두 개씩 있어요?
T: (발음을 비교해 주며 칭찬함) 이게 하나면 ‘기’, 두 개면 ‘끼’, 이건 하나면 ‘동’, 두 개면 

‘똥’이에요. 두 개면 두 배로 세게 발음하면 돼요. 질문 잘 했어요.
S2: (자신의 질문에 만족한 듯 웃으며 으쓱한다) 네.

이 수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파닉스 수업에서 초

등학교 2학년 학습자는 문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스스로 자음과 모음의 모

양과 소리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의문점을 발견해 내고, 스스로 답을 찾는 것

에 만족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다음 시간

인 3차시 수업에서 이러한 학습자들의 음운 인식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함

으로써 학습자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자발적으로 수업에 흥미를 갖도록 유

도하였다. 다음은 2학년의 3차시 수업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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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교실 전체의 학생들을 향해 큰 소리로) 어제 우리 반에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누가 
했었죠?

S1: (어제 질문한 학생이 자랑스럽게 손 든다)
T: 그런데 오늘 또 정말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누가 했죠? 
S2: (오늘 질문한 학생이 자랑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난다)
   (겹자음에 대해 설명함) 

-- 중략 --

새로운 학생이 경쟁하듯 칠판 앞으로 나와 자신이 발견한 것을 질문하기 시작함

S3: (‘오이’, ‘코끼리’의 모음 ‘ㅣ’를 가리키며) 여기 이 작대기가 왜 나와요?
  T: (교실 전체를 향해 큰소리로) 여러분, 정말 좋은 질문을 또 했어요. 누가 했죠? 
  S3: (방금 전 질문한 학생이 번쩍 손을 든다)
  T: (모음 ‘ㅣ’를 가리키며) 여기, 이 작대기가 왜 나오냐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 소리를 러시아어로 써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오이] ои  [코끼리] кокири
  S4: (새로운 학생이 대답함) 아~ 이건 ‘이’ 소리예요.
  T: 정말 잘했어요.
     (오이와 코끼리의 모음 ‘ㅗ’를 다른 색 분필로 동그라미 하며)
     그러면, 누가 찾아볼까요? 어떤 게 또 반복될까요?
  SS: (모음 ‘오’를 발견하여 발음한다) ‘오’!

  --- 중략 ---

 다음에 [ㅁ], [ㅍ], [ㅌ]의 자음도 소리와 모양을 연결하는 발견학습을 계속 유도하자 모두 
다 신이 나서 자신이 발견한 것을 경쟁하듯 자랑함.

이 수업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2학년 학생들이 한

국어 문자를 흥미롭게 학습하기 위하여는 균형적 접근법(Balanced Approach)를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인 수업 설계가 기본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실험

수업에서 교사는 전체적으로 동화의 내용을 보는 ‘전체에서 부분으로(Top 

down)’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학습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파닉스를 시․청각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었다. 이것은 언어를 분석적

으로 접근하는 ‘부분에서 전체로(Bottom-up)’ 방식에 기반한 수업의 설계이다. 

이와 같이 하향식과 상향식 수업이 동화라는 매체 안에서 총체적으로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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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도록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스스로 문자의 모양과 소리의 관계

를 발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파닉스로 연습을 한 후 각각의 음소가 갖는 소

리에 대하여 학생들의 관심이 자발적으로 생기고, 나아가 음소의 소리를 어린이

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다. 다음 [그림 18]은 애니메이션과 파닉스를 통한

음운 인식 학습 장면과 한국어와 러시아어 발음을 대조함으로써 문자 학습에

흥미를 갖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파닉스 파닉스를 통한 음운 인식

한-러 대조 문자 해독 한-러 대조 자기 이름 쓰기

[그림 18] 파닉스를 활용한 문자 수업 (2학년)

학생들이 글자와 소리의 연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수업의 주요 내용으로

‘이름 쓰기’를 도입하였다. 수업 시간에 러시아어와 한국어 철자의 발음 대조표

를 보면서 자기 이름에 해당하는 철자를 스스로 찾아 쓰는 활동을 하였다. 이후

집에 가서 가족의 이름을 써 오는 과제를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수행해 왔다. 어

린이들이 이름 쓰기에 관심과 흥미를 보이면서 한국어 문자 해독 능력과 자신

감이 향상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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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이름을 이용한 발견 학습식 문자 교육을 받으면서 러시아 초등학교 2학

년 학생들은 [그림 19]와 같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소리를 한글로 쓰기 시작

했다. 아직까지 음절의 단위로 한 글자씩 모아쓰기 하는 것을 지도하지 않아 러

시아어 알파벳처럼 풀어서 써 놓았으나 연구자는 어린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

가 무엇인지 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율랴) 예요.

(밀라 오친 도브라야)

(역- 밀라 선생님은
정말 좋아요)

나는 카탸 예요.

(야 류블류 밀루 선생님)

(역- 나는 밀라 선생님을
좋아해요)

나는 (티마폐이) 예요.

(프스카례이 폐례예자이톄)

(역- 빨리 돌아오세요)

[그림 19] 총체적 문자 발견 학습81)

81) [그림 21]의 우측은 연구자에 의하여 고쳐 쓰기 된 내용이다. 자음이 중첩될 때, 한글로 표
기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모음 ‘ㅡ’를 삽입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학습자가 쓴 것이 러시아어
의 음절 개념에 맞는 표기이다. 따라서 러시아 학습자들의 표기는 오류가 아니며 현 시점에
서 학습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쓴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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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쓰기 수업을 한 결과, 2학년 A반은 추후 설문 조사에서 가장 좋아하

는 수업활동으로 애니메이션 보기에 이어 <한글로 자기 이름 쓰기>를 두 번째

로 좋아하는 활동으로 꼽았다. 수업 이후에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 ‘한국어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철자’라는 응답이 27%로 가장 높

았다. 이러한 응답은 수업시간에 유난히 글자 쓰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2학년

A반 학생들에게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3학년과 4학년이 최하위로

응답한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그리고 ‘한국어 수업에서 어떤 활동이 가장 좋은가?’라는 질문에 ‘자기 이름

쓰기(21%)’가 ‘애니메이션 보기(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어린이들이 흥미롭고 쉬운 과제만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과 관련이 있는 유의미한 과제의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어려운 것

이라 하더라도 흥미를 많이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철자 교육도

학습자 내부에서 의미화가 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4.2.2. 어휘 이해

오늘날의 외국어 교육은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의

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휘력이 중요한데, 그것은 의사

소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어휘지식이기 때문이다. 어휘를 나열

하기만 하여도 생존 수준의 의사소통은 가능한 경우가 많은 반면 어휘가 없으

면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없다(김영숙, 2002). 

러시아 슈콜라 9~11학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한국어 학습에 있어 자신

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휘력의 신장이라는 응답이 가장 우위를 차지하였다82). 

따라서 러시아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학습시킬 때는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어

휘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실험 수업에서는 문자 인식과 어휘력 신장을 위하여 예측 가능 그림 동화

를 활용한 큰소리로 읽어주기(Reading Aloud) 중심의 방법으로 수업을 전개하였

으며 학습자들이 보다 흥미롭게 몰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파닉스, 챈트, 

노래, 애니메이션 등의 부가적인 방식을 활용하였다. 

82) 어휘(37%), 회화(25%), 발음(22%), 문화(10%), 문법(6%)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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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실험 수업에 참가한 러시아 슈콜라 2학년 학습자는 한국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으므로 8차시의 실험 수업을 통하여 한국어의 소리와 감각을 느끼

고,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연령별 특성을 고

려하여 쉽고 즐거운 활동 중심의 어휘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였다. 

[그림 22]와 같이 2학년의 수업에서는 수업의 시작과 끝에 데일리 루틴 활동

으로 <짤랑짤랑 유아체조>를 반복하였고 기본적인 수업 방식은 다인수 그룹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책 한 권에 30명의 시선이 모이게 하는 것에 어려

움이 있어 ‘큰 소리로 읽어 주기’보다는 소리와 함께 애니메이션 영상이 나오는

플래시 동화를 주로 활용하였다. [듣기—파닉스—챈트—따라 읽기]의 순으로 어

휘의 반복 연습을 실행하였다. 관련 활동으로는 색칠 공부와 그림 그리기를 구

상하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수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 밖의 문제점이 관찰되었다. 러시아의 학교

분위기는 엄격한 규율과 통제를 강조한다. 여기에 익숙한 러시아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활동 수업은 주체할 수 없는 자유로 받아들여졌다. 수업의 도입

부분에 데일리 루틴으로 하는 노래와 체조까지는 단체 활동이 일괄적으로 이루

어졌다. 그러나 이후에 색칠공부 활동을 하면서부터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산만

해졌다. 그로 인하여 색깔 어휘를 연습하려고 했던 수업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

지 못했다. 어린이들의 전신을 움직이게 하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주목하면서 따라하는 노래, 율동, 체조 등의 활동은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사에게 집중하지 않고 개인 활동을 하는 그림 그리기나 색칠

하기 등은 한 번 시작하면 활동 이후에 수업 내용으로 복귀하는 것에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후에는 활동 계획을 수정하여 언어 학습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쓰기나 노래 등의 활동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 활동

을 할 때에는 수업의 종료 시간과 가까운 시점에 정리 활동으로 시작하여 집에

서 마무리해서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 [그림 20]과 같이 발음 연습과 의성어, 의태어의 의미를 연습을 목적으

로 한 이 체조에서 학습한 내용이 추후 창작동화 <데굴데굴 굴러가네>를 학습

할 때 전이효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데굴데굴’과 ‘데구르르’를 연결 짓고

동작으로 그 의미를 기억해 내는 것을 보면서 어린이들은 전신으로 체득한 의

태어의 의미를 특별한 설명 없이도 쉽게 이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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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루틴 체조 몸짓과 표정

그림그리기 노래와 율동

[그림 20] 전신 활동을 통한 어휘 학습 (2학년)

본 실험에서는 어휘 교육을 주요 학습 목표로 삼으면서 총체적 접근법에 바

탕을 둔 한국어 수업으로서 전체의 맥락과 유의미성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와 동시에 점진적으로 어휘의 규모와 쓰임을 확대해 나가는 확산적인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때에 바탕이 된 것이 주제 중심의

어휘 학습 이론이다. 어린이 외국어 학습에서 대개 많이 다루는 주제로는 ‘가족

과 친구’, ‘신체’, ‘화산’, ‘축제’, ‘장난감과 게임’, ‘옷’, ‘서커스’, ‘마술’, ‘동물과

동물원’, ‘우리 동네’, ‘날씨’, ‘영화 및 TV', '우주’, ‘음식’, ‘가게’, ‘괴물’, ‘유명

인사’ 등이 있다. 이러한 주제들이 많이 애용되는 것은 어린이의 실세계를 소재

로 하여 가정과 학교를 연결해 주고 일반 지식과 학과 지식을 언어 학습에 이

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린이의 관심거리를 소재로 하여 언어

학습 동기를 높이고 재미를 제공해 준다. 더 나아가 사실 세계 및 상상 세계에

걸친 넓은 영역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교과 영역에 유용한 개념이나

학습 기술을 강화해 주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교육적 필요 및 요구에 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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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21]은 3학년과 4학년 수업에서 동화와 동요를 연계한 사례이다. 

같은 주제의 어휘들이 유의미한 맥락의 연계성 안에서 효과적으로 반복되고 점

차 확대되어 나갔다. 어휘의 수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어휘 확산 학습을 실시한

수업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1차시) 
동물 이름과 
소리 익히기

2차시) 
동물의 소리를 이용한 

노래

3차시) 
노래와 관련된 
영상 동화 보기

4차시) 
동물의 소리 관련 

동화책 읽기

4차시) 동물의 소리 관련 동화책 읽기 5차시) 역할극 활동

[그림 21] 맥락을 통한 어휘 확산 학습

1차시에는 색칠공부 ‘동물’을 가지고 동물의 이름과 소리를 연습한다. 그리고

동물 머리띠를 활용하여 역할을 나누어 동물 소리를 연기한다83). 2차시에는 소

리를 익힌 후 동물의 소리를 활용한 노래를 연습함으로써 동물의 소리를 확실

히 기억한다. 3차시에는 전시에 학습한 노래와 내용이 거의 유사한 애니메이션

을 보며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을 한다. 이때 애니메이션 자료는 파닉스, 챈트, 

노래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총체적인 언어학습 자료일 때에 더욱 효과가 높다. 

83) 동물 머리띠를 가지고 역할극을 할 때에 돼지와 같이 외모에서 예쁘지 않은 느낌을 주는 
동물은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하고 토끼나 고양이 같이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서로 역할을 맡으려고 하여 수업 시간에 소동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다. 등장인물에 맞는 배
역을 선정할 때에 이러한 점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여 학습활동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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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에는 이전에 학습한 동물의 이름과 소리, 그리고 짧은 문장 읽기 연습 활

동을 기억하면서 동화책 ‘소리의사’를 활용한다. 이때에 교사가 학생들의 사이

사이로 움직이며 책에 있는 그림과 글자를 보여 주면서 큰 소리로 읽는다. 반복

되는 문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읽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읽기 활동을 2차

례 이상 반복한 후 다음 5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역할을 맡아 교사가 지문을 읽

어주면 학생들은 대화문을 말하는 것으로 역할놀이를 한다84).

어휘 수업의 시작 전과 8차시의 실험 수업 종료 후에 같은 문항지로 2, 3, 4

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단어 인지 테스트를 실시하였다85). 테스트에 사용된

어휘는 3, 4학년이 2학년 때에 학습한 어휘들로만 구성되었다. 문항은 그림에

해당하는 어휘를 정확히 표기한 것을 고르는 3지 선다형 2문항, 그림과 어휘를

연결하는 8문항으로 총 10점 만점으로 사전—사후의 결과는 <표 26>과 같다. 

내용
2학년 3학년 4학년

M(SD) M(SD) M(SD)

사전 검사 0.0 (0.0) 0.2(3.3) 2.4 (4.1)

사후 검사 2.1 (2.9) 4.4(2.9) 8.5 (1.6)

점수 변화 + 2.1 + 4.2 + 6.1

<표 26> 어휘 지필 평가 (실험 수업 전/후 비교)

2학년(M=2.1), 3학년(M=4.2), 4학년(M=6.1)으로 모든 학년에서 실험 수업 후

어휘 인지 능력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3학년의 사전 검사와 2학년의 사후 검사의 비교이다. 기존의 방식대로

1년간 학습한 3학년의 사전 점수(M=0.2)보다 8주간 총체적 접근법으로 어휘 수

업을 한 2학년의 사후 점수(M=2.1)가 2점 가까이 더 높게 나왔다. 이것으로 총

체적 접근법에 의한 한국어 수업이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2학년의 어휘 인지능

력 발달에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4학년의 사전 점수와 3학년의 사후 점수 비교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

84) 이상의 단계는 반드시 5차시에 걸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실제로 본 실험에서 3학년은 4
차시에, 4학년은 3차시에 걸쳐 이 활동이 수행되었다. 

85) 본고의 부록 1)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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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4학년의 사전 점수(M=2.4)에 비하여 3학년의 사후 점수(M=4.4)가 2점 더

높게 나왔다. 이것으로 총체적 접근법에 의한 수업 방식은 자음과 모음의 문자

학습이 이미 이루어진 단계의 학습자들의 어휘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시사점은 각 학년의 사전-사후 점수 변화에서 찾을 수 있

다. 2학년에서 평균 2.1점, 3학년에서 평균 4.2점, 4학년에서 평균 6.1점으로 학

년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점수의 향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총체적

접근법에 의한 어휘 학습이 문자 해독을 마친 학습자의 어휘 학습에 더욱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한국어 수업에서 학년

이 높아지고 어린이들의 이해 능력이 발달할수록, 총체적 접근법에 의한 유의미

하고 맥락적인 어휘 자료를 많이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4.2.3. 문장 표현

초등학교 어린이 한국어교육은 실제로 사용되는 한국어(Authentic Korean)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생활 속에서 실제로 쓰이는 구문을 학습이라는 고정된

틀을 벗어나 자연스런 습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보고 사용하는 것부터 학습시킴으로써, 실제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어와의 접촉이 제한된 KFL 환경의 학습자들에게는 소량의 입력 자료가

실제로 사용 가능하도록 실제성86)(Authentic)이 높은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인과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

서 학교에서 학습한 표현을 발화하였을 때 원어민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험

을 한다면 학습자는 교실에서 배운 한국어의 내용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거나, 

실패한 학습자라는 자기비하로 학습의욕이 저하될 수도 있다. 

다음 대화는 2006년 4월 본 연구자와 함께 블라디보스토크 A학교를 방문한

86) 어린이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Authentic)’ 것은 또한 가장 흥미로운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meaningful content),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 하는 과제
(Task), 사회적인 맥락이나 언어적인 맥락 안에서 언어를 학습하게 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내재화가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들을 자연스러운 
언어를 기초로 하는 학습으로 이끌어야 하고 그들에게서 다양한 언어를 경험할 수 있는 풍
부한 기회와 효과적인 학습 분위기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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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대학교 교수와 러시아 어린이 학습자의 대화 장면을 보고 기록한 자료로

서 어린이가 실제적이지 않은 한국어 사용으로 화용에 실패한 사례이다. 

      

A는 러시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학습하였다. 
B는 50대의 한국인 대학교수로 A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한 손님이다. 

A : (용기를 내어 다가 와) 당신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B : (미소 지으며 침묵한다.)
A :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당신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B : (잠시 망설인 후 경상도 사투리로 대답한다) 니는 이름이 먼데? 
A : (당황한 듯 바라보다 울음을 터뜨린다)  

 

A는 이제 막 한국어 회화를 배운 외국인 어린이 학습자로 낯선 한국인을 만

나 자발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였고, 자신이 한국어를 알고 있음을 단지 ‘보여

주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기대하는 “저는 OOO입니다. 당신

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등의 대답을 들음으로써 자신의 한국어 대화를 성공하

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태라는 점이다. 반면 B는 국어교육과 교수로, ‘당신’

이라는 표현이 영어의 ‘You’로 대치되기 어려운 한국어의 화용적 특성을 모른

채 어린 아이가 어른에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정받지 못하고 대화를 성공하게 되었을 때 학습자가 한국어를 잘못 학습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A가 기대하는 대답 대신 다른 질문으로 대화에 참여하였다. 

A는 기대했던 응답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자신에게 질문이 돌아왔으니 한

국어 의사소통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여 울음을 터뜨린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따라서 한국어를 활용할 기회가 적은 KFL 환경의 학

습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비록 학습한 양은 적지만 학습한 내용만큼은 한

국인 원어민에게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언어 내용의 교육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본 실험 수업에서 보다 실제성이 높은 한국어 표현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구

자는 동화책이라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화책의 종류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러시아 슈콜라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면서 교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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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재87) 1단원 본문내용>
A: 안녕하세요?   B: 안녕하세요?
A: 저는 따냐예요. 반가워요. B: 저는 빅토르예요. 반가워요.
A: 안녕히 가세요. B: 안녕히 가세요.
A: 미안해요. B: 괜찮아요.
A: 축하해요. B: 고마워요.
A: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B: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B 동화88) 본문내용>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밥을 먹기 전에는 "잘 먹겠습니다."
 엄마, 아빠 회사 가실 때는 "안녕히 다녀오세요.“    옆집 아줌마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잠자기 전에는 “안녕히 주무세요”

교사 및 학생들의 한국어 표현에서 문제시 되는 것을 정리하여 그 문제점을 보

완할 수 있는 수업 내용을 구성하였다. 동화를 활용하여 실제성 있는 한국어 표

현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고려한 것은 첫째, 학습자의 연령

이다. 학습자의 연령을 고려하였다는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는 초

등학교 2, 3, 4학년 학생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실제성이 높은 언어 표현이

란 그 또래의 한국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말투이며, 그들이 표현할 가능

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다음 <표 27>은 <인사하기>라는 같은 주제로 현재 러시아 학습자들이 사용하

는 교과서(A 교재)의 본문과 연구자가 활용한 동화 학습 자료(B 동화)의 내용이

다. <인사하기>라는 주제는 거의 모든 교재에서 앞부분에 제시되는 가장 기본

적인 의사소통 표현이다. 그러나 러시아 어린이들이 러시아에서 한국어를 배우

면서 누군가와 한국어로 인사를 나눌 기회는 매우 드물다. 

<표 27> 교과서와 동화의 내용 비교

87) 한국어(입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국립국제교육원(2009)
88) 소리 나는 인사 그림책 안녕하세요? 조재은 글/윤성희 그림 | 애플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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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재의 1단원에서처럼 아무런 맥락이 없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의

유형을 학습한 어린이들이 10년 후, 한국인을 만나서 성공적으로 ‘인사나누기’

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나의 표현을 배우더라도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으려

면, 대화문의 형식보다는 B동화에서처럼 어린이 혼자서도 가족이나 선생님, 친

구들을 상대로 혼자서 한국어로 ‘인사하면서’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 

B 동화의 경우에는 인사말이 사용되는 맥락을 짧게 배경 이야기로 제시한 후

인사말을 한국어 문장으로 표현해 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색깔별 버튼을 눌러

인사말에 해당하는 발음을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다. 교실에서 한

두 문장의 한국어 표현을 오디오로 듣기 위하여 오디오 시설을 연결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오디오 자료가 있어도 수업에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동화책에 버튼이 부착된 자료는, 버튼을 누르는 재미와 함께 자발적인

한국어 듣기 활동을 유도하게 된다. 

 위의 동화를 활용한 2학년 수업에서 이 5가지의 인사말이 모두 학습 내용으

로 사용되었다. 실험 수업에 앞서 연구자는 5가지 인사말 중 빈도가 더 높고 난

이도가 더 낮다고 생각되는 “안녕하세요”와 “잘 먹겠습니다”만을 목표로 하였

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다녀

오세요”까지 모두 다 똑같이 학습하였다. 어린이들에게는 더 어려운 문장, 더

많이 쓰이는 문장과 같은 개념이 없었다. 단지 버튼을 누르면 연습이 되는 5개

의 문장들 중 하나인 것이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문장이나 표현을 제시할 때에 어른

들의 시각에서 난이도를 분류하여 입력에 제한을 두기 보다는, 더 어려운 것이

라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슷한 노력으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함께 제공

하여도 괜찮다는 것이다. KFL 환경에서는 수업 시간에 입력의 양을 최대한 많

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사가 목표로 하는 내용 이외에도 비슷

한 맥락의 추가적인 내용도 함께 제공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참여도에 따라 추

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동화를 활용하여 실제성 있는 한국어 표현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두 번째로 고려한 사항은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언어적 특

성에 의한 표현 방식의 차이점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인칭 대명사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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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의 다른 점에서 오는 차이점을 인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러

시아어의 문형 연습과 같은 구조로 한국어의 문형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다89). 

슈콜라 한국어교육에서는 한국인들이 2인칭과 3인칭 대명사의 사용에 제한을

많이 둔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문형을 지도하고 있다. 학습자들은 러시아어에서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어에서 오류를 범하거나, 혹은 오류를 범

하지 않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수고에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토로한다. 

이렇게 두 언어의 다른 점을 암기하여야 할 ‘불편함’으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자연스러운 맥락을 통하여 실제성이 있는 한국어 문

장 표현을 많이 접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것의 훌륭한 재료가 다양한 인간관계

가 묘사되어 있는 것이 문학 작품이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반말과 높임말의 자

연스러운 쓰임을 배울 수 있고, 대화문과 서술문이 번갈아 제시되면서 입말과

글말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러시아 어린이 학습자들은 물론, 러시아의 한국어 교사들도 입말의 사용에 자

연스럽지 않다. 교과서의 문형만으로 한국어를 배운 교사가 다시 교과서의 문형

에만 의존하여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입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아요/어요’ 형과 같은 입말 문형

으로 교재의 문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과서라는 매체의

특성상 한 권에 원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

린이용 동화책을 활용하여 어린이다운 표현이 풍부한 실제성 높은 한국어 표현

들을 다양하게 소개함으로써 교과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8주 간의 실험 수업이 끝난 후 사전

에 진단 평가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28>과 같다. 실험 수업 이후 모든 학생들이 읽기 능력에 향상을 보였

다. 이로써 총체적 접근법에 기반을 둔 한국어 동화 활용 수업이 러시아 어린이

학습자들의 읽기 능력에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

89)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 “저는 숙제를 합니다”
     “그는 무엇을 합니까?” - “그는 칠판을 봅니다.”
     “베라는 무엇을 합니까?” - “그녀는 잡지를 봅니다.” 

     (베르홀략과 카플란, Верхоляк & Каплан, 2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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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항
수

3학년 (%) 4학년 (%)

발음 명칭/의미 발음 명칭/의미

글자 인식 5 28 - 52 -

단어 인식 5 75 46 88 50

문장 의미 인식 2 44 18 69 33

합계 25 49 32 69 41.5

<표 28> 읽기 영역 사후 평가 (W2 / W3)

본 연구 수업은 8차시에 불과한 적은 시수에도 불구하고 총체적 언어 접근법

에 바탕을 둔 동화 활용 한국어 수업은 학습자들의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

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본 연구의 두 가지 가설90)을 모두 충족하는 결

과를 보였다. 

먼저 인지적 영역에서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향상되었다. 사전 진단평가에서

확인한 전통적 수업에 의한 2학년 1년 수업의 성취도(T2: 6, 0, 0, 0, 0%)와 총

체적 접근법에 기반을 둔 동화를 활용한 2학년 8주 수업의 성취도(W2: 52, 88, 

69, 50, 33%)를 비교하였을 때 <표 29>에서 보듯이 읽기 능력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내용
문항
수

T2 (%) W2 (%)

발음 명칭/의미 발음 명칭/의미

글자 인식 5 6 - 52 -

단어 인식 5 0 0 88 50

문장 의미 인식 2 0 0 69 33

<표 29> 읽기 영역 사전-사후 평가 비교 (T2 / W2)

90) 첫째, 총체적 접근법에 바탕을 둔 한국어 수업은 러시아 초등학교 학습자의 흥미도와 학습
태도를 향상시킬 것이다[정의적 영역]. 둘째, 총체적 접근법에 바탕을 둔 한국어 수업은 러
시아 초등학교 학습자의 문해 능력(literacy)과 어휘력을 향상시킬 것이다[인지적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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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은 전통적 수업에 의한 3학년까지의 수업의 성취도(T3: 22, 17, 10, 8, 

0%)와 총체적 접근법에 기반을 둔 동화를 활용한 8주간의 수업의 성취도(W3: 

28, 75, 44, 46, 18%)를 비교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듯이 3학년 학생들의 읽기

능력에도 전통적인 방식에 비하여 총체적 접근법의 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어 인식에서 총체적 큰 차이(17%, 75%)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내용
문항
수

T3 (%) W3 (%)
발음 명칭/의미 발음 명칭/의미

글자 인식 5 22 - 28 -

단어 인식 5 17 8 75 46

문장 의미 인식 2 10 0 44 18

<표 30> 읽기 영역 사전-사후 평가 비교 (T2 / W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의해 학습한 후 실시한 읽

기 능력 평가의 결과가 기존에 전통적인 러시아 학교 수업 방식으로 학습 결과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1~2년 간 수업한 결과보다

8주 간의 총체적 한국어수업의 효과가 수치상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만으로 기존의 수업 방식보다 총체적 언어접근법이 더 효과적이라

고 단언할 수는 없다. 보다 긴 시간동안 적용하고 보다 장기간의 관찰을 하여야

만 총체적 접근법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8주간으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총체적 언

어 수업이 이러한 점수 차이를 가져올 만큼 학생들에게 단기간의 학습 효과가

높았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단기간의 학습 효과가 학교 수업 현장

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당면 과제

일 것이다.

정의적 영역에 있어서도 학습자들의 만족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되었

다. 첫 번째 질문 ‘한국어를 좋아합니까?’에 대하여 총체적 접근법에 바탕을 둔

한국어 수업 실시 이전과 이후의 응답률의 변화는 <표 31>과 같이 다음과 같

다. 총체적 한국어 수업을 경험하고 난 후 2, 3, 4학년 학생들의 한국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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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도가 모두 약 25% 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매우 그렇다> 2학년 3학년 4학년 <그렇다> 2학년 3학년 4학년

사전 55 45 36 사전 8 19 26

사후 80 70 60 사후 12 29 32

변동비율(%) +25 +25 +24 변동비율 +4 +10 +6

<표 31> 한국어 선호도 결과표

두 번째 질문인 ‘한국어 수업을 얼마나 자주하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

여 <표 32>와 같이 응답하였다. 사전과 사후의 응답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일 수업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숫자가 눈에 띄게 많아진 것으로 보

아, 한국어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매우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

학습자들이므로 재미있는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고 나서 흥미 있었는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들도 실험 수업과 같은 총체적 한국어

수업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표 32> 한국어 희망 수업 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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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정의적 영역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은 러시아 슈콜라 한국

어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과제인 ‘학생들의 흥미 부족’에 대한 해답을 제시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인 2학년의 경우, 총

체적 수업에서 파닉스를 통하여 글자 연습을 하면서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스

스로 발견해 내었다.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대조를 통한 이름 쓰기 활동으로 확

장하면서 발견학습에 따른 내적동기가 높아졌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한국어 학

습에 대한 흥미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4학년은 수업태도가 특히 좋은 그룹이었다. 따라서 다른 학년에 비해 내용 이

해 동화책을 많이 활용할 수 있었다. 동화의 내용 자체가 재미있었던 것도 원인

이겠지만 훌륭한 수업 태도로 다양한 확장 활동을 하였던 것이 급격한 학습동

기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단계에 걸쳐 실시된 질적 실험과 양적 실험 수업을 병행해 본 결

과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러시아 초등학교 어린이의 한국어교육 내

용과 방법은 학습자들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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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러시아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한국어교육의 내용

1. 총체적 어린이 한국어교육의 목표

교육 내용의 설계를 위해서는 교육 목표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정된 교육 목표는 교육 내용의 방향과 수준에서부터 방법에까지 영

향을 미치며, 전체적인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에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교육 목표는 교육을 받은 후의 학습자가 보다 나은 모습으로 변

하여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능력과 특성에 대한 탐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소연, 2011 재인용). 

교육 목표 수립을 위해서는 내용이 실현될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하며 한국어가 교실 밖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해외’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러

시아의 교육 환경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실제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인 러시아 초등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러시아 초등

학교 교육과정 중 외국어 과목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과 비교함으로써 아직 개발되지 않은 러시아의 한국어 교육과

정의 향후 개발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요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러시아 초등학

교의 한국어교육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정동빈(1997)은 어린이 외국어 교육은 유창한 의사소통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의 유창성이란 모국어 화자와 같은 거침없는 외형적

언어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수준에 알맞은 언어 습득의 정도

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성

인처럼 의식적인 암기와 노력에 의해 언어를 배우는 것을 ‘학습’이라 한다면

어린이들이 끊임없이 목표어에 노출되어,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한 채 놀이를 하듯이 자연스럽게 제2언어를 숙달해 나가는 것은 ‘습득’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어린이 외국어 교육은 외국어라는 언어 자체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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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교육, 다시 말해 외국어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닌 외

국어 자체를 자발적으로 터득하여 습득해 나갈 수 있게 하는 환경의 조성일

것이다. 

러시아 초등학교의 한국어교육은 KFL 환경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EFL 초등

영어 교육과 유사점이 있다91). 따라서 한국 초등학교 영어 교육에서 초등학생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

고 하겠다. 한국의 교육과정에는 초등학교 영어교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교육부, 2011).

초등학교 영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

력을 길러 주는 교과로서 음성 언어를 중심으로 의사소통 능력의 바탕이 되는 언

어 기능 교육에 중점을 둔다. 문자 언어 교육은 쉽고 간단한 내용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내용으로 하되 음성 언어와 연계하여 내용을 구성한다. 
  초등학교 영어는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기초적인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다.
나.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다. 영어 학습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관습이나 문화를 이해한다.

한국의 EFL 영어 교육의 방향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KFL 한국어교육에서

도, 학교 수업 활동에서만이라도 어린이 학습자들이 한국어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하고 의미 있고 실제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초

등학생들은 그보다 나이가 많은 학습자들에 비해 특별히 구별되는 특성이 있기

에 7세에서 10세에 해당하는 어린이 학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언어 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2011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안하는 다음 내용은 이러

한 내용을 뒷받침한다(교육부, 2011).

91) 러시아의 초등학교에서는 영어뿐 아니라,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베
트남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가 선택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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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의 영어 교육은 초등학교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학

생은 호기심이 강하며, 실생활에서 겪는 감각과 경험이 사고와 행동에 깊이 작용한

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영어 교과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은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

접하게 연계된 감각 및 놀이 활동, 찬트와 노래 부르기 등을 주로 하고, 체험 학습

을 통하여 발견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초등학

교 학생은 쉽게 배우지만 집중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멀티미디어 자료와 정보통신기술(ICT) 도구 등 흥미로운 교육 매체를 통

해 창의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러시아에서 개발되고 있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과 교과서의 경우

모두 다 아래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언어 내용 7가지를 범주로 하여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어교육과정이 개발된다면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하여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러시아에서 한국어교육의 내용을 구

성할 때에도 아래의 7가지 교육내용의 범주를 참고한다면 학습자가 이미 학습

하고 있는 영어교과와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학습자의 스키마를 활성화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러시아 초등학교의 외국어과 교육과정(СТАНДАРТ)의 요약이다.  

<목표> 
외국어는 오늘날 어린이가 범문화적이고 범언어적인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

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교과목이다. 초등학교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듣기-말하기-
읽기-쓰기의 기능 중심의 의사소통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구어와 문어의 기능 숙달과 더불어 미래의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자가 될 수 있도

록 내적동기를 향상한다. 

<내용> 
1) 인사: 이름, 나이, 만남의 인사, 헤어짐의 인사

2) 나와 가족: 가족 구성원, 가족 이름, 나이, 외모, 성격, 취미, 나의 하루, 물건 

사기, 좋아하는 음식, 명절

3)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과목, 좋아하는 운동, 좋아하는 이야기, 휴일, 방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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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와 친구: 이름, 나이, 외모, 성격, 취미, 공감대,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

쓰기, 좋아하는 동물(이름, 나이, 색깔, 크기, 성격)
5) 나의 학교: 교실, 교과목, 학교 행사, 수업시간 과제

6) 내 주변의 세상: 나의 집, 나의 방(방 이름, 방 크기, 가구 종류, 인테리어), 자
연, 들짐승, 가축, 좋아하는 계절, 날씨

7) 나라 (공부하는 나라/ 조국): 개요 (이름, 수도), 문학 속 인물(주인공 이름, 성
격) 등

<요소> 문자, 발음, 어휘, 문법

또한, 교육 목표를 수립함에 있어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요구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반영해야 한다. 러시아는 매 시간 수업태도를 점수화하며

이 성적이 누적되어 학기말 시험 성적과 합산된다. 이는 한국 학교로 보았을

때, 일종의 수행평가와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 학교의 평가 방식과는 달리 러시

아는 학기말 시험 한 번으로 그 동안의 모든 태도 점수를 능가하는 성적을 받

을 수 없다. 따라서 학생들은 매시간 평가되는 점수 관리에 노력을 많이 하고, 

매일 매일의 학습 내용과 과제를 가정에서 부모가 확인하고 도와주는 것이 일

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과의 경우, 부모가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없어 자녀의 공부

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이 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다. 실제로 블라디보스

토크 A 초등학교 4학년 한 학생의 학부모는 2학년 때부터 벌써 3년째 자녀와

함께 매 시간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한국어를 배워 자녀를 지도하고 있다. 따

라서 교사용 지도서와 더불어 학부모용 지도서92)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교사, 학부모, 학습자로 나누어 요구 조사를 실시하였

다.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92) 영어 교과의 경우, 교과서, 워크북, 교사용 지도서, 학부모용 지도서가 함께 개발되어 있
고, 손 쉽게 구입하여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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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 요구93)

[질문1] 현재 러시아 초등학교의 한국어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
니까?’ 

       - 러시아어로 된 교과서(5명), 학생 워크북(3명), 
         교사의 처우 개선(1명), 한국과의 교류(1명)이 응답하였다.
[질문2] 러시아 초등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흥미(7명), 말하기(2명), 발음(1명)이 응답하였다.

요구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한국어 수업 시간에 다른 언어 기능이

아닌 학습자의 흥미를 가장 필요한 요소로 응답하였다. 이는 무엇보다 현재 러

시아 초등학생들의 한국어교육에서 흥미유발이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알 수 있

다.

2) 학부모 요구94)

[질문1] 자녀에게 한국어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한국어로 의사소통(43명),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흥미 유지(38명)    
        한국어를 활용한 취업(22명)
[질문2] 현재 자녀의 학교의 한국어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주당 1시간 수업 시수 부족(36명), 30명 다인수 그룹(29명), 
        교재와 지침서가 없다(23명), 교사의 잦은 교체(12명)이 응답하였다.
[질문3] 한국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 요소는 무엇입니까?
      - 말하기(83명), 문법(10명), 읽기(8명), 발음(2명),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부모들은 자녀가 말하기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

는 것을 가장 희망하며, 현재 러시아의 한국어 수업 형태인 문법 번역 중심의

수업에 대한 선호도는 낮음을 알 수 있다. 

93) 블라디보스토크의 슈콜라 한국어 교사 10명에게 서술형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94) 블라디보스토크 A 초등학교 학부모 103명에게 선택형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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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자 요구95)  

[질문1] 한국어 수업에서 무슨 내용이 가장 재미있나요?
       - 애니메이션(77명), 이야기 듣기(56명), 동요에 맞춰 율동하기(20명), 
         한글로 이름쓰기(15명)

 [질문2] 한국어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이 가장 재미있나요?
       - 동화 듣기 (72명), 동화 읽기 (54명), 말하기 (32명), 글자 쓰기 (10명)

 [질문3] 한국어 수업에서 무슨 내용이 제일 어렵나요?
       - 문법(87명), 글자(53명), 발음(28명)

학습자 요구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맥락이 있는 자료와 움직임이

있는 활동에 선호도가 높았고 문법과 글자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요소를 고려하여 본 연구자가 수립한 러시아 초등학교 한국어교육의 목표는 다

음과 같다.

[러시아 초등학교 한국어 교육의 목표]

1.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인다.
2. 자신의 주변과 관련한 일상생활에 대하여 한국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다.
3. 한국어로 읽고 쓰는 데에 자신감을 갖는다. 

95) 블라디보스토크 A 슈콜라 초등학생 2, 3, 4학년 16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 151 -

2. 러시아 초등학교 한국어교육의 내용

본고에서는 러시아 초등학교 한국어교육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 교육 목표와

함께 학습자의 연령, 거주 지역, 학습 장소, 학습 기간, 모국어와 같은 변수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Ⅲ장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구성 원리

에 따른 교육 내용을 개발하고자 한다.    

첫째, 실제(Authentic)의 원리이다. 언어를 배우는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실제

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 실생활에서 꼭 알아야하는 과제, 사회적인 맥락이나 언

어적인 맥락 안에서의 언어 학습은 학습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한다. 특히

어린이 학습자의 특성상 지금-여기에서(Now and Here) 즉각적인 필요나 흥미를

느끼게 하지 않는 언어 내용에 대하여 관심과 학습 효과의 유지는 기대하기 어

렵다. 그러므로 어린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언어교육에서는 보다 더 그들에게

필요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한국어 수업을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균형(Balanced)의 원리이다. 이것은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를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 접근법도 ‘전체에서 부분으로(Top down)’의 하

향식 방법과 ‘부분에서 전체로(Bottom up)’의 상향식 방법을 균형 있게 조절하

여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96).  총체적 언어 교수법에

바탕을 둔 문자 지도는 문자 언어에 대한 학습 욕구, 문자 언어 환경, 최근의

언어 교육 경향 등을 고려하여 자연스런 맥락 안에서 통합적인 언어 학습 기회

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균형의 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셋째, 통합(Combined)97)의 원리이다. 이것은 총체적 언어접근법에서 가장 기

본이 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주제와 맥락에 맞게 다양한 매체를

통합하여 내용을 구성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매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면서

96) 최근 연구들은 음성 언어 발달이 문자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선행요소는 아니
며 음성언어와 문자 언어는 동시에 발달하며, 상호 지원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제시하고 있
다(Mason, 1980). 

97) 총체적 언어 접근법은 아동 자신의 직접적 경험이나 감정을 학습에 통합시킴으로써 아동들
의 언어적인 측면만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이 자신들을 성공적인 학습자로 인식하
게 된다는 데에 가치가 있다. 그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며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학교나 성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그들은 기능적인 목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 독서를 하는 지속적인 독서가가 될 것이다. 총체적인 
언어 접근법은 아동들에게 단순히 읽기 능력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을 진정으로 
책을 좋아하고 배우는 일을 즐거워하는 학습자로 이끌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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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기능의 통합’에도 중점을 둔다.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4기능을 통

합하여 각 기능이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여야 한

다. 

끝으로 회귀(Recursive)98)의 원리이다. 어린이들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도 그

것이 재미있기만 하면 매번 처음과 같이 몰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인과 차이

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수업에 잘 활용한다면 나선형 수업 모형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내

용을 처음부터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반면 한 자료 내에서 핵

심 내용의 난이도와 위계를 설정하여 같은 자료로도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에

맞춰서 같은 자료에 대하여 다른 내용으로 수업이 가능하다. 즉, 러시아 학습자

를 위한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에는 한 번에 모든 것이 제공되게 하기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열어 두어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과제를 해결해 가

면서, 보다 풍부한 내용을 접하되 학습자에게 어렵거나 힘들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러시아의 초등학교 어린이 학습자를 위해

‘균형적 문자 교육’, ‘맥락적 어휘 교육’, ‘실제적 표현 교육’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2.1. 균형적 문자 교육

러시아 초등학생들이 읽기 활동을 즐기고 미래의 잠재적인 독서가로 성장하

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문자 해독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이 한글을

막 깨우치고 났을 때, 글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읽고 있는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한글이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글자와 소리와의 관계만

98) 본 연구자가 실험 수업에서 한 그룹에서 똑같은 동화책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또 수준이 
서로 다른 그룹에서 같은 동화책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특성이 있기에 가능
한 것이다. 한 그룹 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만큼 매력도가 넘치는 모습으로 매
번 제시되어야 한다. 동화의 내용이나 그림 자체가 주는 매력도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똑
같은 자료를 매번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사의 수업 운영 능력이
다. 전시의 주요 학습 내용이 다시 본시의 주요 학습 내용이 될 수 있으려면 단순한 반복으
로는 가능하지 않다. 전시의 내용으로 완전히 돌아가 전시의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되 본시
에서 새롭게 제공되는 학습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본 연구자는 ‘회귀성
(Recursiveness)’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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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히면 뜻을 모르고도 소리를 내어 읽기가 가능하다. 읽는 활동을 통하여 의미

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계속 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문자 해독 단계에서부터 유의미하고 맥락적인 자료를 통하여

읽기 연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교육은 혼자서도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고 다독을 통해 어휘와 문형을 자연스럽게 확대해 나갈 수 있게 할 것이

다.

총체적 언어 교수는 어린이들의 환경과 일상생활을 고려하고 각 어린이의 수

준에 적합한 문학에 몰입하도록 한다. 최근 어린이 외국어 교육계에서는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균형적 언어 교육의 입장이 대두되었다. 이

는 읽기와 쓰기에 대한 명확한 기술을 가르치고, 체계적이고 명확한 교수, 단어

해독 및 이해에 초점을 맞춘 실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하는 방법이다(프레슬

리, Pressley, 1998). 균형적 접근법의 언어를 예로 들자면, 미국에서는 거의 모

든 주에서 어린이들의 문해를 위해 음운을 다룰 것을 교육 실행법으로 강조하

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그림 22]와 같다.

                         

총체적 언어

                              (의미 파악)

 독본 읽기 균형적 언어

                               파닉스
                        (글자-소리와의 관계 파악)

[그림 22] 균형적 언어 교육(이경우 외, 2006 재인용)

균형적 접근이란 총체적 언어 교육과 파닉스 접근법을 균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즉, 총체적인 접근법을 기반으로 하면서 음운 인식과 관련된 지식을 총

체적인 언어 접근 방법 테두리 안에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문학 →

파닉스→ 문학’적 접근으로 어린이들은 글자와 소리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인

식하게 된다. 어린이들은 흥미 있는 이야기를 읽으며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의

미를 파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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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균형적 접근에서는 문학을 활용한 전체적 맥락(문학)에서 의미를 파악

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음운을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발달적으로 적합한 질 좋

은 문학 작품을 어린이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그 그림책에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

나 흥미로운 단어의 음운을 교육 내용으로 삼는다. 그리고 파닉스, 단어 놀이, 

게임, 챈트, 노래 등의 활동을 통하여 분석적인 문자 교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문학으로 돌아가, 분석적으로 학습한 음운과 문자가 문학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전체를 볼 수 있다. 

2.1.1. 음운 인식

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문자 교육의 첫 단계는 음운 인식(phonological 

awareness)이다. 음운인식이란 구어에서 사용되는 단어들 속에 들어 있는 소리의

여러 단위들을 지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즉, 글을 읽는 사람

이 단어나 문장을 사용할 때 말소리를 지각하여 더 작은 단위로 나누고, 말소리

의 최소 단위인 음소들을 결합하고, 분절하고, 삭제하고, 삽입하고 대체할 줄 아

는 능력이다. 어린이가 읽기를 할 수 있으려면 자모음 글자가 말소리의 가장 작

은 단위인 음소(phoneme)와 관계가 있고,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음절과 낱말

을 만들고, 낱말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든다는 문자 언어의 기본원리인 음운인식

을 이해해야만 한다(볼과 블라만, Ball & Blachman, 1991).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어 온 한국어의 음운 교육 방법은

한글의 음운을 순서대로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바탕

을 둔 음운 교육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어린이들이 필요

한 것에 응답하는 차원의 음운 교육을 지향한다. 따라서 러시아 초등학생을 위

한 음운을 교육할 때에 한글의 순서를 따르기 보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음

운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 슈콜라에서 자음 순서를 기준으로 한국어의 음운을 가르쳤

다면, 총체적 접근법에 바탕을 둔 음운 교육은 모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말한

다. 러시아의 초등학교 1학년 모국어 문해 능력 교육에서 철자 교육은 기본 모

음 (А—О—И—Ы—У), 기본 자음 (Н—С—К—Т—Л—Р—В), 이중 모음 (Е—

Я), 자음 (П—М—З—Б—Д..) 등의 순서로 제시된다. 러시아어의 모음 철자는

10개이고 자음은 21개로, 자음에 비하여 모음의 수가 상당히 적다. 이것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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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서 모음이 발달한 것과 다른 점이다. 러시아 학습자들이 모국어를 학습할

때 비교적 단순한 개념인 모음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이 한국어 수업에서도 모

음의 순서대로 음운 인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어의 모음은 시각적으로

변별이 용이하여 학습자의 인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음을 지

도할 때에는 러시아어 모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철자의 순서가 아닌, 사용 빈도

순으로 자주 쓰이는 것부터 제시한다. 이는 모음이 음절을 분류하는 단위가 되

기 때문에 적은 학습 분량으로도 음운 뿐 아니라, 음절 교육까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음을 교육할 때에도 철자의 순서가 아닌,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기본 전

제로 할 필요가 있다. 기본이 되는 자음 ‘ㄱ, ㄴ, ㅁ, ㅅ, ㅇ’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으로 기본 음소에 가획하는 소리들을 가르침으로써 글자의 모양에 따라

소리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교육하여 학습의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음운 교육 단계에서 사용되는 어휘는 사람의 이름이나 지명 등 러시아어의

고유 명사를 한국어로 옮기는 것99)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의미 이해에

대한 부담이 없이 한국어로 원하는 소리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

한 활동을 통해 외국어를 학습한다는 부담감은 줄이고 자신의 모국어를 외국어

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흥미를 갖고 쉽게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2. 음절 인식

음운 인식에 이은 문자 교육 단계는 음절 인식이다. 한글은 음소를 단위로 하

는 음절 문자이다. 한국의 유아들이 한글 읽기 및 쓰기를 배우는 과정을 보면

유아들이 자모의 인식보다는 음절인 글자 인식을 먼저 한다. 이와 병행하여 유

아들이 문자 언어의 의미를 추측하며 문자 형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유아

가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글자들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총체적 언어접근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원리에 근거하여 2007년 개정 유치

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 영역은 한글의 고유한 특징과 총체적 언어 접근법의

강조점을 함께 반영하고자 균형적 접근(Balanced Approach)의 입장을 취하고 있

다.

99) ДИ-МА : 디-마,  ВИ-КА : 비-카,  МАК-СИМ : 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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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식성 교육에서 음소의 인식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음절 단위의 인

식이다. 이는 한국인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음절에 대한 이해가 있는 아동이 훨

씬 더 높은 문식성을 보여주었다는 연구 결과100)로도 알 수 있듯이 음절 단위

인식이 한국어 학습에서 유용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차숙(2003)

은 영어 해독의 과정과 비교하여 한글 깨치기의 특성을 세 가지로 정의했다. 

첫째, 한글은 ‘글자’라는 독특한 단위가 있어서 영어와 달리 음소 인식 이전

에 음절 인식이 선행한다. 한글은 음소문자이면서 음절 표기를 하는 문자이다. 

자모자의 조합은 모아쓰기를 하여 글자의 경계가 분명하다. 둘째, 한글은 자소

와 음소의 대응이 매우 규칙적이다. 한글은 같은 소리는 항상 같은 글자로 쓰여

진다. 셋째, 한글은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구성된 매우 조직적인 문자

이다. 한글은 ‘ㄱ, ㄴ, ㅁ, ㅅ, ㅇ’의 다섯 기본 글자를 만든 후 기본 자에 획을

하나씩 더해 가면서 복합음이 되게 했다. 그 결과 ‘ㄱ’과 ‘ㅋ’은 비슷한 음이지

만 ‘ㄱ’이 단순한 음이고 ‘ㅋ’이 더 복잡한 음이라는 것을 시각적인 글자의 형

태만으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직성 때문에 한글은 음운규칙을 깨닫기가 쉽

다.

러시아의 초등학교 학습자들은 음절 인식에 대한 교육이 모국어 교육에서 체

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 초등학교 모국어 교육의 가장 첫 단계인 글자

학습(АЗБУКА)에서 가장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것이 네모 상자와 그림으로 음

절을 변별하는 연습이다. 이를 통해 한국어 수업에서도 러시아 학습자들이 가지

고 있는 음운과 음절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 초

기에는 한국어 음운과 음절을 소리 나는 대로 러시아어로 표기하면서 학습자들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음운과 음절에 대한 스키마를 활성화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리고 메아리 놀이 등으로 발음 연습을 하는데101) 이것은

우리의 끝말잇기와 비슷하여 러시아어의 발음 연습 자료를 한국어의 음절 학습

자료로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0) 이광오(2010)은 모아쓰기를 하는 한국어의 특성상 음절의 개념을 도입하여 ‘코끼리’의 소
리와 모양이 모두 3음절이라는 점과 같이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활용하여 음절을 인식시키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101) 메아리 놀이(음절 연습)
     (ex. 숲 속을 걷거나 저녁에 강가에 가면 메아리가 들려요.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끝   
          소리로 대답하지요. / 마쉬나-쉬나/스메흐-메흐/카사-아사/에크란-크란/알렌-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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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발음

문자 교육은 발음 교육과 병행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정확한 발음을

바탕으로 정확한 문자가 학습되기 때문이다. 러시아 초등학교의 한국어 학습자

들은 이미 외국어로서 영어를 학습하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영어 수업의 경우

철자 중심이 아니라 발음 기호를 중심으로 문장을 배운다. 가령 “My ~ is ~.” 

라는 문장을 학습한다면 “[m][a][i] ~ [i][z]~”로 연습을 한다. 그리고 모국어인

러시아어를 배울 때에도 ‘Скороговорки(빨리 말하기)’ 라는 발음 연습 자료가

거의 매 단원마다 제시되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2). 

그러나 현재 러시아 초등학교 한국어 수업에서는 발음 연습이 전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학습 초기의 발음 학습이 해당 이후 언어 학습 기간 동안의 발음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러시아 초등학생의 발음 지도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재 도입 단계에서 발음 교육을 늘리는 등, 체계적인 발음 교육이 필요

하다. 발음 규칙이나 발음 부분에 대한 설명 도입과 학습 훈련이 적을수록 발음

교육은 부실할 수 있으므로 발음 규칙과 연계된 발음 지도는 처음부터 아주 상

세하지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발음 활동과 규칙 인식 활동

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어 모국어 학습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발음 연습 자료를 참고하여 빨리

말하기, 끝말잇기, 메아리 놀이 등의 발음 학습 자료의 개발이 요구된다.

2.2. 맥락적 어휘 교육

총체적 접근법에 의하면 언어를 쪼개고 분석하기보다는 러시아 초등학생들에

게 그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다양한 한국어 동화책을 직접 읽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쉬운 문학 작품을 읽게 함으로써 언어 연습을 위한 인위적이고

재미없는 글이 아니라 사실적이고(Authentic) 실생활 또는 배우고 있는 교과목과

관련이 있으며 재미있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읽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다

는 것이다103). 

102) 빠르게 말하기(발음 연습)
      Шла Шаша по шоссе, и сошла в сушку. 자음 [Ш] 발음 연습을 위한 빨리 말하기.
103) 누난(Nunan, 1991)은 어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문학을 이용하는 것은 문맥이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부수적인(incidental learning) 학습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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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화의 선정 기준 중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어휘의 적합성이다. 본 실험에서 활용한 동화책은 전형적이고 시적이며 문학적

인 동화의 전형적인 텍스트 구조104)를 포함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모국어 교육

을 통하여 이미 많이 접해 본 익숙한 유형으로서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쉽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어휘 교수 내용은 어휘중심 교수 접근

법105)의 교수요목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을 제

안하고자 한다. 

첫째, 러시아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학습자들이 한국

어와 더불어 학습하는 영어 교과와 그 내용에서 유사성을 갖도록 한다. 이로써

학습 내용의 친숙함으로 학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의사소통적 필요

의 원칙을 갖추기 위해 정동빈(2002)의 ‘유아영어의 통합적 교수요목 모형개발’

에서의 의사소통 기능과 소재106)를 참고하여 기능과 소재를 추출해야 한다. 

둘째,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어린이 학습자의 연령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

한다. 학습자 자신의 신변에서 가까운 것부터 먼 것으로, 실물에서 추상적인 것

으로, 관심이 많은 것에서 적은 것으로 어휘의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즉, 저학

년일수록 학습자의 신변에서 가깝고 실물로 형상화되기 쉬우며 학습자들이 관

심을 갖는 어휘들로 구성한다. 

셋째, 러시아 어린이를 위한 어휘 학습은 많은 어휘를 가르치려고 하기 보다

는 소수의 어휘를 다양한 교수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하여 확실하게 학습이 이

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매 수업에 사용되는 교수 자료의 수는

정동빈(2002)의 유아 영어의 통합적 교수요목에서 제시하는 - 한 단원의 문장을

2~3개로 구성된 문장 2개와 단어 수는 2~6개로 제한한다 - 점을 고려하여 각

법이자, 효과적인 어휘 학습의 조건인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학습자의 사전 지식과 연관 지
어 주고 이해 가능한 입력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접하게 해 주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104) 카메론(Cameron, 2001). 본고 페이지 참조.
105) 어휘중심접근법에서는 교수요목 설정 시 의사소통적 필요성, 복잡도(구성), 그리고 어휘의 

빈도(Nation, 2002)가 부합되는 것을 제시한다.
106) 유아교수요목에서의 의사소통기능은 친교활동(인사, 소개, 감사, 주의 끌기, 칭찬, 축하하

기), 사실적 정보교환(사실적 정보, 사실 확인, 사실 묘사, 습관), 지적 태도표현(동의, 반대, 
제안, 가능, 불가능, 허락, 지시, 금지), 감정표현(좋음, 싫음, 희로애락, 원하는 것, 동정), 
설득과 권고(요청, 경고) 그리고 동의로 이루어져있다. 소재는 가족, 신체, 색깔, 수, 모양, 
음식, 음료, 교실, 교실 물건, 가정, 감정, 생일, 장난감, 활동, 날씨, 건강, 일상생활, 의복, 
애완동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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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마다 단어수가 2~3개로 구성된 어휘덩어리 2개씩을 교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넷째, 학습 내용이 되는 어휘는 유의미한 맥락으로 통합하여 이야기, 챈트, 노

래, 파닉스, 애니메이션, 게임, 미술 활동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하여 반복, 

강화 학습할 수 있도록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어휘 학습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

도록 수업을 설계한다.

어린이들이 한 단어를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은 이야기, 게임, 음악으로 들으면서 어휘나 개념을 익힌다. 어린이를

위한 컨텐츠는 이야기(Story), 노래(Song), 데일리루틴(Daily Routin), 율동(Dance), 

게임(Game), 음철법(Phonics)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동일한 주제의 어휘의 학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유

기적으로 연계되어 맥락을 형성할 때, 각 활동으로부터 어휘 학습의 효과가 더

높게 발생할 수 있다. 

2.3. 실제적 표현 교육

러시아 초등학교 어린이 학습자들은 KFL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특수성 때문

에, 유의미한 한국어의 입력의 양도 적지만 그것이 저장되고 다시 출력되는 양

은 더욱 적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한된 입력의 상황에서 최대한

실제성(Authenticity)이 높은 내용을 흥미롭게 제공하는 것은 장점이 있다. 이는

학습자가 즐겁게 학습 내용을 회상하고, 기억 속에서 재생해 봄으로써 필요할

때에 정확한 의사소통의 내용으로 출력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어린이 학습자들에게 가장 어린이답고 실제성이 높은 표현을

교육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을 활

용하여 한국어 수업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에 한

계를 느끼는 러시아의 한국어 교사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질

의 실제적인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에

게 훌륭한 한국어 학습 자료가 된다. 학습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동

화에서 한국어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요소를 범주화하여 그 요소

를 학습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구안하여야 한다. 어린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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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로서 실제성이 높은 표현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한국인 어린이 말의 특성을 잘 살려주어야 한다. 한국인 어린이들의 말

의 특징 중 하나는 의성어, 의태어를 비롯한 묘사어가 많다는 것이다107). 러시

아어에서는 이러한 묘사어의 기능을 형용사나 부사가 대신하고, 의성어와 의태

어가 거의 없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특히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책에서는 의성

어와 의태어가 빈번하고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한국인 어린이들은

동화책에서 익숙한 비유와 묘사의 표현108)을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 언

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의성어와 의태어가 없는 러시아 어린이들에게 이것

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109). 동화와 동요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맥락

속에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배움으로써 어린이다운 표현에 익숙해질 수 있다. 또

한 실제적인 언어자료로서 어린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린이답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며, 학습한 내용을 바로 활용할 수 있어 한국어 능력은 물론 자신감

과 흥미도 높일 수 있다.     

둘째, 입말과 글말의 차이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하여야 한다. 러시아

어린이들은 ‘-ㅂ니다/-ㅂ니까’로 말을 배우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인 어린이들이

주로 ‘-아요/-어요’의 형태로 말을 배우는 것과 차이가 있다. 어린이들이 입말에

서 ‘-ㅂ니다/-ㅂ니까’로 말하는 것은 실제 대화에서는 상당히 어색하고 부자연스

럽다. 경우에 따라서는 화행적 관점에서 오류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린

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입말인 ‘-아요/-어요’의 형태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표현의

실제성을 높이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실제 대화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기보

다 책이나 글을 통해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더 많은 KFL 환경에서는 ‘-아요/-어

107)  한국어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매우 발달된 언어이다. 소리를 흉내 내는 의성어와 모양과 
상태를 묘사하는 의태어는 한국인의 다양한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
다. 이러한 의성어와 의태어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들에게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
지 않으며, 또한 사용상의 어려움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의성어 ‧ 의태어이다.

108) 다음은 엄마가 한국인 5세 어린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나누는 대화를 전사한 것이다.
     엄마: (책에 ‘황금’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자) 황금이 뭐지? 황금이 뭘까?
     딸: 응, 돌처럼 단단하고, 달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
     엄마: (동화책들을 보니, 황금과 달이 비슷한 색깔로 비슷하게 빛이 나는 것처럼 삽화가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함) 
109) 의성어와 의태어는 성인들도 중급 이상에서 따로 단원을 정하여 학습할 정도로 의미를 말

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학습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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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와 ‘-ㅂ니다/-ㅂ니까’의 형태가 동시에 교육되어야 하는 것도 현실이다. 러시

아 어린이들이 입말 형태인 ‘-아요/-어요’의 형태만 배울 경우, 활자 매체의 정

보 해독력이 떨어져 오히려 실제성이 더 부족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아요/-어요’와 ‘-ㅂ니다/ㅂ니까’의 형태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가장 좋은 자료가 역시 동화책일 것이다. 동화책의 대화 부분은

주로 입말의 형태인 ‘-아요/-어요’로, 서술문 부분은 주로 글말의 형태인 ‘-ㅂ니

다/ㅂ니까’ 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화책을 많이 접함으로써 아이들은 자연스럽

게 입말과 글말의 차이를 익힐 수 있게 된다.

셋째, 언어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이다. 한국어의 특성에 준거하여 러시아어

와 다른 차이점으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

용 선정의 기준이 될 것이다. 한국어의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가 높임의 표현이

다. 러시아어에도 높임의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그것이 훨씬 복잡하며

많은 것을 고려하기를 요구한다. 그 중 하나가 인칭대명사의 사용의 차이이다. 

러시아어에서는 1, 2, 3인칭대명사의 단수와 복수형을 다 사용한다. 주어의 인칭

에 따라 동사의 어미가 변화하기 때문에 인칭대명사를 고려하여 말하는 것이

문장 표현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1인칭대명사만 큰

제약 없이 사용할 뿐, 2, 3인칭 대명사는 대체로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러시

아어에서 기본적인 언어 내용이 한국어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경우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러시아인 학습자가 어려워하고 오류를 많이

범하는 인칭대명사를 대신할 표현을 찾는 연습이 특별히 필요하다. 이를 자연스

럽게 해결하기 위하여 동화책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동화 속에는 주인공

들의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관계들이 입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들이 사용하

는 대화를 통하여 이 관계가 표현된다. 이러한 구조를 잘 보여주는 동화 한 편

을 학습한다면 다른 이론적 설명보다 더욱 쉽게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동화 속의 입체적인 대화문으로 반말과 높임말의 쓰임도 함께

학습이 가능하다.

다른 특징적인 언어문화의 차이는 관용구문에서 드러난다. 러시아어에서는

‘감사합니다’에 대한 응답으로 “Пожалуйста”가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반면

이러한 표현은 한국어에서는 마땅히 번역할 말이 없다. 모국어에서 다양하게

많이 활용되는 표현이 한국어로 쉽게 표현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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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жалуйста”를 대체할만한 표현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실제적인 자료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동화나 애니메이션,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이러한 장면을 학습 자료로 활용하여 언어문화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한국어 표현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문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표현 방식의 차이이

다. 러시아어는 동사 중심의 언어이고, 한국어는 명사 중심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110). 따라서 러시아인 학습자를 위한 문형을 구성할 때에도 초급 단계에서

는 명사 중심의 표현보다 동사 중심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러시아어로 번역

을 했을 때 학습자들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예를 들면 “고양

이가 노래를 부릅니다”와 같이 ‘명사+동사 (노래를 부르다)’의 구조보다는 “고양

이가 노래합니다”와 같이 ‘동사 (노래하다)’의 구조로 된 문장이 러시아어로 번

역하였을 때 “Кошка поёт.”라고 한 단어로 표기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느끼는

난이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3. 러시아 초등학교 한국어교육의 방법

러시아 초등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방법은 총체적 언어접근법(Whole 

language approach)을 바탕으로, ‘전체에서 부분으로’의 ‘하향식 학습(Top down)’

을 통하여 내용과 언어 요소를 이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면서 러시아

슈콜라의 언어 학습의 경향과 교사, 학부모,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언어의

분석적인 학습을 병행함으로써 ‘부분에서 전체로’의 ‘상향식 학습(Bottom up)’ 

방법을 학습 내용에 따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균형적인(Balanced) 언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10) 예를 들어 “너 지금 뭐하니?” 라는 질문에 대해 러시아어로는 “Я обедаю. (I’m 
eating)”줄여서 “Обедаю (eating).”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동사로 대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어로는 “나 밥 먹어”라고 대답하거나, 줄여서 “밥”이라고 하면 쉽게 의미가 통한
다. 그러나 이때 “먹어”라고 대답하는 것은 다소 어색하게 들리며 상대로 하여금 “뭐 먹는
데?”라는 추가질문을 유발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듯 러시아어는 동사 중심의, 한국어는 명
사 중심의 언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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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파닉스를 활용한 문자 교육

러시아어와 글자의 모양에서부터 발음, 문법 구조가 상이한 한국어를 학습하

는 러시아 초등학생들에게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도움

이 되는 이유는 앞에서 기술하였다. 본고에서는 러시아 어린이 한국어에서 문자

교육의 핵심을 ‘발견학습’에 두었다. 학습자들에게 무의미한 글자나 어휘로 문

자 습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어휘를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함께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스스로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이러한 관계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자발적인 ‘발견학습’을 위해서는 교사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습 내

용 구성과 교수 방법의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

으로 학습용 어휘를 구성하여야 하고, 이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제공함으로

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문자를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자 교육의 첫 번째 단계는 음운 인식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효율적인 음운

인식의 방법으로 제안하는 것은 파닉스의 활용이다. 학습 목표가 되는 특정 음

소에 시각적인 변별 장치를 해 놓고 파닉스 활동과 챈트, 노래 등으로 활동을

확산할 때 학습자가 시각적으로 차별화 된 파닉스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다. 

그리고 파닉스에 의한 음운 인식 단계가 지나면 직접 음소를 조합하여 소리

를 표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이때에 가장 효율적인 학습 자료는 ‘이름 쓰

기’이다. 어린이의 발달 특성상 이름 쓰기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소리를 한국어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것에서 자신감과 흥미를 느끼

게 되어 문자 학습과 나아가 쓰기 학습에 흥미도가 높아진다. 

유아의 이름 쓰기는 초기 쓰기 행동의 중요한 자료이다. 유아의 자유 쓰기 견

본을 분석하면 문해 기능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증진되는지 알 수 있다(블러드

굿, Bloodgood, 1999). 유아가 자유로운 쓰기 상황에서 무엇을, 왜, 어떻게 쓰는

지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아들은 쓸 내용을 지정해 주지 않은 자유 쓰기

에서 절반 가량은 자신의 이름에 포함된 자모나 음절 단위의 글자를 썼다. 즉, 

이 연구의 결과는 유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구어와 문어 형태로 동시에 접하면

서 이름 글자에 더 많은 흥미를 갖는 ‘이름 글자 효과(name letter effect)’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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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며, 유아들의 초기 글자 쓰기가 주로 자신의 이름 글자와 관련됨을 보여준

연구들(임양금, 2007; 최석란, 김영숙, 2000)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된다. 유아들

의 쓰기 자료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름과 관련된 글자들은 ‘이름 요소(name 

elements)’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뚜렷한 목적 없이 글자를 쓰는 시

기의 유아들에게는 이름이 쓰기의 자원이 됨을 알 수 있다.

클레이(Clay, 1975)는 스스로의 이름 쓰기 학습은 유아들이 알파벳을 배우고

글자들의 역할 개념을 확장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어린이들

에게 ‘자기 이름 쓰기 활동’은 중요한 언어 학습 자료가 된다. 이름을 활용한

문해 교육은 어린이 대상 언어교육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한국의

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 생활영역 중 읽기, 쓰기와 관련된 하위 내용에서도 유

아들의 이름이 문해 도구로서 갖는 유용성이 제시되어 있다. 이름을 반복적으로

쓰도록 연습시키는 것 이상으로 초기 쓰기 지도 과정에 유아들의 이름을 다양

한 방식으로 통합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임양금, 2007). 이름 글

자는 알고 있는 글자를 활용해 모르는 글자를 가르치는 교수전략에서 유용한

도구가 되며 쓰기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기도 한다(김영실, 임양금, 2006). 따

라서 교육 현장에서 영유아들의 이름을 환경과 활동 내용에 다양하게 포함하는

것은 문해 활동을 흥미롭게 만드는 방식으로서 중요하다. 더 나아가 또래, 가족

등의 이름이나 친숙한 사물의 이름도 문해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111). 

또한 러시아 초등학교 학습자를 위한 이름쓰기 교육에서는 러시아어와 한국

어의 발음 대조표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모든 자음과 모음이 1:1로 대

응되는 것이 아니며, 비슷하게 대응되더라도 소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가 거

의 없이 조금씩 발음이 다르다는 것을 학습 초기에서부터 주지시키는 것이 한

국어 발음의 왜곡을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음운의 조합 단계가 지나면 음절 인식 학습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러시아어

의 음절 교육 방법인 [그림 23]의 엘코닌 상자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한국어의

111) 우리나라의 1~3세 영유아에게 이름과 아는 글자들, 그리고 문장을 자유롭게 써 보게 했
을 때 1세 아동들은 세로선이나 가로선을 긁적거리기, 2세 아동들은 1~2개 자형을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쓰는 정도, 3세 아동들은 1~2개의 자형 또는 완전한 글자를 쓸 수 있었다
고 한다(이영자, 이종숙, 이정욱, 1997). 최석란과 김영숙(2000)의 유아들의 쓰기 포트폴리
오 평가에 따르면, 4세 유아들은 자신의 이름자를 포함하여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림과 선을 
주로 쓰며, 5, 6세 유아들은 창안적 글자,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글자, 생략된 글자, 정확히 
쓴 글자 등을 썼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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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쓰기의 특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음절 수와 글자 수, 소리의 수가 똑같은

점을 부각시켜 한국어가 쉽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림 23] 엘코닌 상자112)

러시아어와 모양과 체계가 다른 한국어의 문해 교육에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복잡한 문법 용어나 설명은 불필요하다. 어린이들의 탁월한 시각적, 청각적 능

력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스로 원리를 발견하고, 글자의 소리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문자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에 학습자의 모국어 체계와

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스키마를 파악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 의한 문자 교육으로서, 자음과 모음을 가로

와 세로로 정형화된 순서 즉, ‘가갸식’으로 배열한 한글 기본 음절표를 활용하

112) 러시아 초등학교 1학년 모국어 수업에서 사용하는 음절 교육 방법은 ‘엘코닌의 상자’를 
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엘코닌 상자는 아동에게 ‘음소’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되었
다. 아동에게 그림이 있는 카드와 그림 아래 음소를 표상하는 일련의 연결된 상자를 보여 
준다. 아동에게 그 단어의 음소를 분리해 상자에 토큰을 밀어 넣게 한다. 예를 들면, fish라
는 단어는 세 개의 상자로 표상된다. 아동들은 일대일로 대응되는 상자에 세 개의 토큰을 
밀어 넣으면, ‘f’ ‘i’ ‘sh’라고 말한다. 아동이 소리를 말하면서 상자에 각 토큰을 밀어 넣는 
행동은 아동에게 그 단어의 음소에 대한 정신적 영상을 만들도록 도와준다. 이 영상은 단어
와 연결된 운동 감각적, 청각적, 조음학적 속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학습 활동은 단어가 음
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을 형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몇 주 내에, 아동에게 스스로 
서너 개의 음소 단어를 만들어 보라고 요청하게 되면, 단어가 그림으로 표상되는지 안 되는
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것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고, 교사가 아동에게 준 단어
에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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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음 중심으로 지도하는 것을 지양한다. 어떠한 상황과 맥락이 주어지지 않

고 낱글자와 소리를 임의적으로 대응시켜 암기하는 것이 학습자의 문자 해독

학습에 유익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갸식’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활용

빈도가 높은 모음의 순서를 정하여 ‘모음 ㅏ’, ‘모음 ㅓ’, ‘모음 ㅗ’, ‘모음 ㅡ’ 

순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동화와 노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유의미한 맥

락 속에서 어휘를 제시하고 의미 있는 어휘로부터 음소와 음절을 학습할 것을

제안한다113). 전통적으로 한글을 음절식으로나 자모식으로 지도했을 때 지적되

었던 낮은 학습 흥미 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담화 상황의 활용이

효과적이다. 실제적인 관용적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

석적으로 한글 자모를 익힐 필요가 있다. 

동화책과 애니메이션 자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파닉스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때 파닉스 수업을 전제로 파닉스 연습용 음소에 시각적으로 돋

보이는 일관적인 장치를 해 둘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은 재미있는 동화를 보면

서 즐겁게 놀이하듯 수업에 임하는 동안 시각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공통성을

띠며 제시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러시아 학습자들은 모국어에서 소리와

글자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보면서도 그러한 구조를 발

견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를 수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파닉스를 활용한 문자 교육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같은 음소 색깔 구분하기 (ex 사자, 하마, 가방...)

② 다른 음소 찾기 (ex. 고래, 노래, 다리미, 다람쥐...)

③ 한 글자씩 떼어 새 단어 만들기(ex. 버섯+주스=버스)의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113)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인사를 나누는 장면에서 ‘안녕(하세요)’라는 관용적 표현을 생각
해 보자. ‘안녕’이라는 단어는 다문화 학습자가 쉽게 접하게 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이다. 이 
단어를 이루고 있는 ‘안’과 ‘녕’을 구성하는 자음과 모음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익히는 작
업을 위해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인사의 장면을 떠올리고 관용적인 표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게 한다. 이러한 관용적 표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글 자모 익히기 학습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삼는다면 분석적인 자모 학습은 유의미한 의미구성 단계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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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의미 자료를 활용한 어휘 교육

러시아 슈콜라의 학습자와 같은 KFL상황에서는 배운 것을 적용할 기회가 적

다. 사전적인 뜻만 가지고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한국어를 쓰는 경우가 많으므

로, 원어민들이 쓴 이야기를 도입하여 언어가 쓰이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한국어로 배우는 소재가 우선 어린이들의 성장이나 발달

수준에 맞아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재들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제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한국어가 어린이들

의 의사소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그들의 관심과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

어야 한다.

어린이를 위한 한국어 어휘 학습은 실제적(Authentic)이며, 회귀적(Recursive)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학습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어

휘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어휘 학습 활동을 구성

하고, 한 번에 어휘를 완벽하게 학습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회귀의 원리를 이용하

여 나선형 구조로 계속 반복하면서 조금씩 새로운 것을 추가하여 (i+1) 어휘 학

습의 양과 질을 늘려가야 한다.

나선형 구조로 유의미한 어휘를 제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현될 수 있

다. 예를 들어, 러시아 어린이들을 위한 한국어 학습용 동화에는 등장인물이 동

물이 경우가 많으므로 동물의 이름과 소리를 미리 학습한다면 동화의 내용에

보다 쉽고 빠르게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동물 이외에 다른 어휘들도

동화의 이야기 구조 속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면서 등장하기 때문에 학습자들

에게 의미 있는 요소로서 기억될 수 있다. 

동화와 더불어 맥락적 언어자료 및 흥미로운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동요도

마찬가지이다. 노래 자료가 어린이 한국어 학습 활동에 효과적인 것은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이다. 새로운 것은 배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는 단기기억 속에만 저장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를 장

기기억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내용을 반복해 주는 것이

다. 노래는 자발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반복하기에 좋은 자료이다. 

동요는 반복을 통해 장기기억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노래를 통해 생긴 자신감

은 한국어 언어 학습에서도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학습자로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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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율동과 연결된 동요의 경우에는 몸동작을 통하여 노랫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추후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율동에서 활용된 동작 표현이 의미하는

어휘를 기억하여 재생해 내는 것이 용이하다. 

안녕
작곡 : 신동일| 작사 : 정세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나영아 안녕 안녕 재호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친구야

인사하는 어린이 착한 어린이

[그림 24] 동요를 활용한 이해 활동

동요를 배울 때에는 노랫말의 의미를 전달하지 않고 발음 연습 자료의 개념

으로 재미있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보다 확산적인 재생이

가능한 언어 자료로서 동요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노랫말의 의미 중 핵심적인

것들을 설명하면서 동요를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율동 역시 노랫말의

의미 이해를 돕는 동작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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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동화나 동요에 많이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이 반복과 대치 구조이

며, 이것은 어린이 말의 특징 중 하나이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같은 문장

구조에서 주요 어휘만 대치시켜 대화를 하는 모습은 모국어 학습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동화나 동요를 통한 반복과 대치에 익숙해지면 한국

어의 입력이 부족하여 자칫 쉽게 잊어버리기 쉬운 KFL 환경의 러시아 어린이

학습자들이 스스로 동화의 구절이나 동요의 노랫말을 반복함으로써 수시로 반

복 학습을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동화나 동요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은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추후 학습 활동으

로 확장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역할놀이(Role play)이다. 다

음 [그림 24]와 같이 동요의 내용을 가지고 인사말을 배울 수 있고, 대화 참여

자들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된 문장 표현을 분석하지

않고 통째로 총체적인 습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동요의 내용을 확장하여 역할놀

이로 해 볼 수 있다. 

3.3. 동화를 활용한 한—러 대조적 표현 교육

어린이들은 문자를 인식하기 전에는 음성언어를 통해 여러 개의 단어를 마치

하나의 묶음처럼 총체적으로 받아 들인다114). 문자를 인식하기 전의 어린이들이

모국어를 발화하는 경우, 예를 들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고 싶은 표현을 할

때 ‘배’와 ‘고파요’를 각각 분리하여 발화하는 대신 ‘배—고파요’라는 두 개의

단어를 마치 하나의 덩어리로 사용하여 발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린이

들이 가족 혹은 또래 친구들과 같은 주위 환경으로부터의 언어 입력이 각각 분

리된 단어의 형태가 아니라 상당한 양의 어휘 덩어리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은 언어 덩어리 소리를 들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뿐, 그 소리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단위가 무엇인

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단지 자신에게 노출되는 여러 가지 단위로 만들어진

언어 덩어리를 하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114) 어린이들의 언어 습득은 영어 원어민들이 언어의 덩어리를 구사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법
으로 각 단어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기억된 하나의 언어덩어리를 통해서 발달된다(한진석, 
2001). 이런 어휘덩어리를 중심으로 한 어린이 한국어 지도에 활용하여 어휘덩어리 지도가 
어린이들의 한국어 발화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70 -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KFL환경에서 문장 표현을 덩어리째 제시할 것

을 제안한다. 이는 한국어를 배우는 러시아 어린이 학습자들도 비록 문법적 능

력이 부족하고 습득되지 않은 상태라도 문장 표현을 덩어리째 표현하고 그 의

미를 이해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들도 언어적으로 처리할 수 있

는 능력이 발달하게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총체적 표현의 일환인 어

휘 덩어리로 된 문장의 주된 장점은 발화처리과정시간이 감축되는 것이다. 이는

개별 단어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총체적으로 문장을 인식하고 발화하

기 때문에 발화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한진석, 2001).

언어의 유창성이란 주저하지 않고 막힘이 없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말을 하는 속도, 연결성, 그리고 내용면에서 해당하

는 영어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가리킨다(브룸

핏, Brumfit, 1984). 한국어 표현을 문장 단위로 학습함으로써 어휘의 각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문장 전체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발

화 반응 속도와 발화하는 속도가 빠른, 즉 유창한 학습자가 될 수 있다115). 

동화는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이 고려되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용되는 대

화 및 언어 사용법을 보여준다. 즉 동화 속에서는 언어가 누구에 의해서, 무엇

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쓰여 있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

문에 자연 접근법의 여러 원리와 관련지어 언어 사용에 대한 학습자의 상황적

언어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에서 맥락을

통하여 문장을 덩어리째 학습함으로써 러시아 초등학교 학습자의 유창성이 길

러질 것이다.

나이가 어린 저학년일수록 정의적 여과 장치가 낮다. 이야기 속의 사실적이고

다양한 표현에 노출될 때 고학년보다 적극적으로 언어 입력을 받아들이며 창의

적인 학습태도로 자연스러운 습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동화책의 활용은 러시

아 초등학교 한국어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동화를 활용한 수업을 통하여 한국어의 문장에 자연스럽게 노출됨으로써 러

시아어와 다른 한국어만의 문장의 특징에 익숙해질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실제성이 높은 한국어 표현을 익히는 지름길이다. 더불어 즉각적인

115) 발화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접하게 되었을 때 빠른 속도로 반응을 보이
며 적절한 어휘덩어리를 발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유창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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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요구되지 않는 KFL 환경에서 학습자가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

게 해 줄 것이다. 이러한 흥미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국어 학습을 적극적으

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잠재 능력을 길러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자

기주도적인 독서가로 성장함으로써 한국어의 문장 표현과 한국어에 대한 감(感)

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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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총체적 언어 접근법을 바탕으로 러시아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한국어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는 데 있다. 러시아 초등학교 한국어교육

의 역사는 19세기 중반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데 그 역사성에 비해 학습자의 연령 및 수준 등 학습자 변인을 고려한 정규

교육의 체계는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정규 교육 내에서 한국어교

육의 시작이 되는 초등학교 교육 내용의 선정과 교수·학습 방법의 구안은 현재

러시아 한국어 초등교육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국어교육에서 러시아어권 학습자와, 어린
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또한 KFL환경과 유사한 EFL
환경의 어린이 영어 교육 분야의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Ⅱ장에서는 러시아 어린이 한국어교육의 학습 환경과 학습자의 특수성을 파

악한 후, 총체적 언어 접근방법 적용의 의의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없고 교사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러시아 한국어교육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무엇보다 학습자들이 한국어 학

습에 흥미가 없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어린이 학습자의 발달 단계적 특성

을 분석하여, 적합한 이론으로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

다.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기능 통합적인 방법론에 국한된 기존의 관점을 확대

해석하여 주제 중심의 내용 통합적 관점에서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적용하는 것

의 필요성과 의의를 밝혔다. 
Ⅲ장에서는 총체적 언어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교육의 내용을 실제적

으로 구안하고자 3단계로 나누어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1단계 예비 실험은

러시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주간 러시아에서 동화 활용 수업을 실시한 결과, 
총체적 언어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한국어 수업이 러시아 학교 현장의 적용 효

과를 가늠할 수 있었다. 2단계 실험 수업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어린이
를 대상으로 3개월간의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 어린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과 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단계 실험은 1단계와 2단계의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총체적 한국어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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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업은 러시아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
으로 8주간 러시아에서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모두 만족

하는 수업이며, 학생들의 읽기 능력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Ⅳ장에서는 러시아 초등학교 어린이 한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체계화하고, 
총체적 언어 접근법에 바탕을 둔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교육 목표를 수립하

기 위하여 한국과 러시아의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과정을 참고하였고, 학생, 교
사,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은 실

제(Authentic) · 균형(Balanced) · 통합(Combined) · 회귀(Recursive)의 네 가지 원

리에 따른 균형적인 문자 교육, 맥락적인 어휘 교육, 실제적인 표현 교육으로

설정하였다. 이의 구체적 교육 방안으로는 파닉스를 활용한 문자 교육, 유의미
자료를 활용한 어휘 교육, 동화를 활용한 한-러 대조적 표현 교육의 방법을 제

시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초등학교에서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연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러시아 초등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총체적 접근법의 의의를 밝힌 것을 시작으로, 향후 러시아

어 권은 물론, 다양한 언어권역별 KFL 어린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의 내

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175 -

참고문헌

<인터넷>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동화나라 http://www.donghwanara.com/ 

아리수 http://www.arisu.co.kr/ 

어린이 도서연구 http://www.childbook.org/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재외동포재단 http://www.teenkorean.net/ 

한국어진흥재단 http://www.klacusa.org/ 

<교재>

윤희원(2009), 한국어(입문) Корейский ящык, 국립국제교육원.

Верещагина, И.Н., Притыкина, Т.А.(2010),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для 1 класса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Просвещение.(초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Верещагина, И.Н., Притыкина, Т.А.(2005),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для 2 класса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Просвещение.(초등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

Верхоляк & . В. В.,  & Каплан Т. Ю.(2002), Учебник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ладивосток: Издатель
ств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베르홀략, 카프란(2002), 한국어 교재, 블라디보스토
크: 극동대학교 출판부)

Граник, Г. Г., Крюкова, Т.Ш., Анофриева, Н.Ф.(2006), Русский язык для 1 класса начальной ш
колы, Мой учебник. (초등학교 1학년 러시아어 교과서)

Грецкий, В. Г., Кирюшкин, В. А., Шанько, А. Ф., Брерстов, В. Д.(2001), Русская язбука часть
1, часть2, Московский учебники и Картолитография. (러시아어 아즈부카(글자연습) 1권, 2
권)

Джежелей, О.В.(2004), Чтение и литература для 1 класса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ДРОФА.(초등학교 
1학년 읽기와 문학)

Зеленина, Л.М., Хохлова, Т.Е.(2005), Русский язык для 1 класса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Просвещен
ие.(초등학교 1학년 러시아어 교과서)

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образования(2009, 2010), Сандарты: Пример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 учебным 
предметам. Начальная школа, Просвещение. (러시아 교육부(2009, 2010), 기준: 초등학교 
교과목 견본 프로그램)

<국내 논저>

강명옥(2002), 영어동화를 활용한 역할놀이 수업모형 개발: 초등학교 4학년 재량활동을 중심으로, English 

Linguistic Science 9.

강문희·이혜상(1997), 어린이집의 문학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



- 176 -

강병재·하정희(2000), 유치원 교사 추천 동화에 나타난 비교육적 요소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5(1).

강현민(2009),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고경석, 주향란(2004), 영어동화를 활용한 수업이 초등영어 학습스타일에 미치는 효과, 영어교과교육 3(2).

고사슴(2003), 아동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만 6세에서 8세 아동의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을 중심으

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곽소란(2008), 동화 함께읽기를 통한 초등학생의 영어어휘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곽연화(2010), 몽골 이주노동자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 : 재한몽골학교 초등한국어 교육과

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곽홍란(2010), 동화.동요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교수-학습법 연구 :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를 대상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교육부(2006), 국제결혼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학습 결손 방지 및 학교 적응 지원 대책 수립,

______(2008),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권순희(2006),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 모색 - 호주의 언어 교육 정책 검토를 중심으로-, 국어교

육학연구 27, 국어교육학회, 223-251.

권준영(2009), 초등학교 귀국학생을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 방안 : 귀국학생 특별학급 지도 자료 분석

을 바탕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경근(2004), 중앙아시아 한인 민족교육의 실태, 비교교육연구 14(3) 

김라리사(2010),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대학용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세현(2011), 다문화가정 자녀대상 한국어 교재의 한국어 발달 측면에서의 적합성 : 초등학교 저학년의 언

어 발달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순례(2000), 동화를 활용한 초등영어 교육-예측 그림 동화(predictable books)에 표현되는 반복 문장을 중심

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영미(1997), 읽기 지도. 정동빈(편), 어린이 영어 교육,  홍익미디어.

______(1999), 동화로 가르치는 초등영어,  문진미디어.

김영민(1996), 이야기를 통한 영어교육, 초등영어교육 2, 194-209쪽.

김영선(1999), 몬테소리 유아교육- 언어교육영역, 학지사.

김영숙(2002), 초등영어 어휘교육, 한국문화사.

김영실, 임양금(2006), 유아의 이름글자에 대한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11(1), 217-235쪽.

김영주(2008), 전래동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다문화 및 재외동포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국어교육학회 80, 97-124.

김영희(2010),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내용중심 교수요목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김옥사나(2011),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의성어, 의태어 교육 방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은주(2007), 한국 초등영어 교육에 관한 탐색적 연구: 듣기를 중심으로, 영어교육 62(4).

김은희(2000),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의 이해와 현장 적용, 창지사.

김재경(2002), EFL환경에서의 노래와 챈트의 접근법 및 창의적 반복에 대한 연구, 초등영어교육 8(1). 

김정숙(2003), 통합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9-143쪽.



- 177 -

김중섭(2004), 한국어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김중섭(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의 현황 및 과제, 이중언어학 27. 

김지수(2009),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관용구를 통한 언어와 문화의 상관관계 : 신체용어 사용을 중심으로, 고

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현숙(2004), 러시아어 화자의 한국어 발음 습득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 음운체계 및 음운현상의 대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현진(2000), 열린 영어수업을 위한 주제 중심 통합 영어교육, 동인.

김혜선(2006), 총체적 언어 접근을 기반으로 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 미주지역 교포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혜영(2008), 영어동화 읽기를 통한 어휘 능력 및 영어 흥미도 향상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남 빅토르(2001), 번역 과제 수행 중심 교수법 연구 : 러시아어권 한국어 학습자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류경화, 하순련, 박진희(2005), 다중 지능 이론에 접근한 유아놀이 지도, 태영출판사.

류재택, 이재기(2002),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마리엘레 자이츠, 우르슐라 할바흐(2001), 몬테소리 교육학과 발도르프 교육학, 밝은누리.

모졸타티아나(Mozol Tatiana, 2010), 러시아인을 대상으로한 한국어 듣기 교수·학습 방법 연구 : 서사적 담화

로서의 TV뉴스 듣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갑수 외(2000), 국어 표현․이해교육, 집문당.

박갑수(2005), 국어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성찰, 서울대학교출판부.

박미선(2011), 놀이를 활용한 아동 대상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놀이를 활용한 아동 대상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병수, 이석만(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교원양성 프로그램개발 연구, 이중언어학 15(1).

박순경, 김진숙(2006),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의 발전: 국제 비교, 간학문적 담론, 그리고 연구와 현장의 교류

: 자유주제 발표 분과편 ; 교육과정 일반 2 : 외국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의 동향, 춘계 학술대회

및 국제 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박영순(1985), 해외교포자녀를 위한 모국어교육방안- 재중공, 소련교포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회지 2.

______(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월인.

박은경(2010),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대상의 내용중심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주체 요구분석, 이화여자대학

교 국제 석사학위 논문.

박은미(2007), 구소련 지역 재외동포를 위한 고급 한국어교재 개발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종원(2010), 한국언어문화 교육 방안 연구 : 한․러 동물 속담을 바탕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지선(2009),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백소영(2001), 러시아 학습자의 한국어 격조사 사용의 오류분석과 지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______(2009), 러시아어권 화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교육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혁(2007), 다문화가정 현황 및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인간연구 12,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91쪽.

서희정(2006), 도깨비 설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17-2.

성명경(2004), 어린이를 위한 내용중심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한국내 외국인 학교를 대상으로, 연세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78 -

송영복(2004), 귀국반 어린이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 주요 귀국반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를 활용한 한국어 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송은경, 이성은(2006), 소리내어 읽어주기 활동이 아동의 언어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학연구 10(1), 

21-36쪽.

신귀옥(2002), 초등학교 1,2학년 재량시간을 위한 영어 동화 교수 요목 모형 개발, English Linguistic Science 9, 

한국영어언어과학학회.

신나탈리아레오니도브나(Щин, Наталья Леонидовна, 2003), 한국어 조사 사용의 오류 분석 및 지도 내용

연구 : 러시아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신헌재(1994), 학습자중심의 국어교육, 서광학술자료사.

신헌재 외(2004), 학습자 중심의 초등문학교육방법, 박이정.

신헌재, 권혁준, 곽춘옥(2007), 아동 문학과 교육, 박이정.

심성경(2006), 개정 유아교육개론, 창지사.

심순실(2003), 귀국학생 교육의 실태 분석 및 귀국학생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설계, 연세대학교 석사학

위 논문.

안여경(2010),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교육과정에관한연구 : 한국어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중심

으로, 선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안유미(2003), 초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외국어린이들을 위한 한국어․문화 통합 교육을 중심으로, 연세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안재홍(2006), 러시아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교재개발 방향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안혜리, 이성은(2004), 전래동화를활용한 문학 활동이 아동의상상 기능 및 성향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학

연구 8(2), 291-308쪽.

오성배(2006), 한국 사회의 소수 민족(ethnic minority) '코시안(Kosian)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57쪽.

우미라(2007), 뇌 기반 초등문학교육론, 박이정.

원진숙(2008), 다문화 시대의 초등학교 국어과교육-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을 중심

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1, 국어교육학회, 269-303쪽.

원진숙(2009),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 한국초등국어교육 40, 한국초등국어

교육학회.

원진아(2010), 귀국 초등학생의 교과학습 지원을 위한 내용 중심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 일반학교 통합학

급 학생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유영미(2009), ‘외국어교육표준’에서의 간 문화적인 이해: 미국의 한국어표준개발의 경우, 국제한국언어문화

학회, 제7차 학술대회 자료집.

유재선(2009), 러시아어권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자음 발음 교육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윤여탁(2003), 한국어 교육과 문학교육, 한국어 교육 14(1).

______(2005), 국내의 한국어 문학 교육.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편), 한국어 교육론 2, 한국문화사, 307-318쪽.

______(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문학교육, 한국문화사.

윤희원(2007), 비한국학 분야의 한국어 교육, 국어교육연구, 20, 63-88쪽.

______(2008),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재 개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방안 연구, 서울대



- 179 -

교육 종합 연구원 다문화 교육 연구 센터.

______(2009), 다문화 사회와 국어 교육-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 교육학 연구, 

34.

윤희원, 서혁, 한영균(2001), 한국어세계화 단위기지 개발 최종보고서, 한국어세계화재단.

윤희원, 조영달, 박상철(2006), 다문화가정의자녀 교육 실태 조사 연구,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교육인적

자원부.

이 타찌야나(2012), 러시아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 비즈니스 맥락의 간문화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경우(2001), 총체적 언어: 문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대학교 석사 창지사

이경우 외(2004), 유아 영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이경우, 이은화, E. Kyung-Bin Yi, Craig Merrill, Suzanne Kang(2006), 다문화 이해로서 유아영어교육, 창지사.

이고은(2003), 총체적언어교수법을 통한 문자지도가 영어능력과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교 5학

년을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대균 외(2006), 유아문학 교육, 공동체.

이선근(2009), 미국 고등학교의 한국어교육-한국어를 정규 외국어과목에 채택시키는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이선희(2007). 귀국 초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 일반학교 통합학급아동을대상으로, 고려대학

교 석사학위 논문.  

이성은(1994a), 총체적 언어 교육: 교실적용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______(1994b), 총체적 언어접근법에 의한 국어과 프로그램 개발, 논총 65집,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______(2003), 아동 문학교육 - 지식과 감성시대의 총체적 언어활동, 교육과학사.

______(2005), 아동을 위한 총체적 언어교육, 실체와 매체로서의 언어적 관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성준(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문 인지 언어능력 신장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이소연(2011), 한국어 토의 담화 구성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수빈(2010),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선 방안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엘레나(2011), 러시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 교재 개발 방안 연구 : 대학용 교재를 중심으로, 경희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예까쩨리나(2004), 러시아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완기(1997), 초등영어 교재론, 문진사.

______(1998), 초등 영어 지도법, 문진미디어.

이원수(2001), 아동 문학입문, 소년한길.

이지훈(2011),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격조사 오류 분석 연구 : 러시아어, 카자흐어, 우즈벡어, 학습자

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해영(2007), 외국인근로자자녀를위한 한국어 교육: 재한몽골학교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33, 

469-496쪽.

이화선(2006), 전래동화를 활용한 문화교육 연구, 선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화자(2000), 초등 영어 교수를 위한 Whole Language Approach의 활용방안, 어학 연구 학술지, 순천대학교

어학원.



- 180 -

이희숙(1999), 21세기를 위한 초등 영어교육: 문학과이야기 교수법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초등영어교육 5(1), 

5-48.

임경빈(1998), 영어동화를 이용한 초등학교 영어지도에 있어 Reading Aloud 기법의 효과적인 이용에 관한 연

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임흥수(1999),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태와 문제점, 러시아 지역연구 3. 

장유진(2009), 전래 동화를활용한 다문화가정자녀대상한국어 교육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장호종(2007), 러시아 한국어 교육의 실태와 과제, 한중인문학연구 21.

______(2009), 민족어교육과 외국어교육의 이중성 : 러시아의 한국어교육, 박문사.

전은실(2006), 초등영어교육을 위한 동화의 활용, 교과교육학 연구 10(1).

정동빈(1999), 조기영어교육론 : 어린이에게 영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문화사.

______(2002),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childhood, 경진출판사.

조나야(2009), 카자흐스탄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전망,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미경(2001), 귀국초등 학생용 한국어 교재의 개선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조항록(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 논의, 한국어교육 11(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조효경(2011), 초등 귀국학생의교과학습 적응을 위한 한국어읽기 교재 개발 방안,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

문. 

진현정, 정동빈(2007), 어휘덩어리 지도가 수준별 5~6세 유아들의 유창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영어교육

62(4).

최경숙(2009), 플롯 중심 아동 문학 읽기가 5학년 영어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Charlotte's Web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경인(2010),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을 위한전래동화 활용한국어 교육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경자(2011), 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표현 능력 향상 방안 연구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고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규홍(2008), 아동 문학 중심 통합 교육 방법 연구Ⅰ - 교과 간 통합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3, 국어교

육학회. 

최정순(2008), 다문화 시대 한국어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과제, 이중언어학 37.

한영균, 김수경, 김류보비(2009), 중앙아시아 3국의한국어 교육 -교육 현황과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0(2). 

한한우, 차경애(2007), 파닉스 접근법이 초등학생의 읽기 능력과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초등영어교육

13(1). 

현원숙(1998),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현은애(2011), 여성결혼이민자와 유아를 위한 어머니대상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황인진(2008), 카자흐스탄 현지인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 개발 연구 : 요구 조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

사학위 논문.

황적륜(2000), 현대 영어교육의 전망, 서울대학교 출판부. 



- 181 -

<국외 논저>

Adams, D. M..(1990), Begining to read: Thinking and learning about print, The MIT Press.

Asher, J.(1977), Learning another language through actions: The complete teacher’s guidebook, Los Gatos, CF.:Sky Oads 

Productions.

Baker, M.(1985), Using Childeren’s Literature to Teach ESL to Young Learners, English Teaching Forum, 23(1), 24~28.

Ball, Blachman.(1991), Does phonemic awareness training in kindergarten make difference in early word recognition and 

development spelling, Reading Research Quarterly, 26, 49-66.

Bloodgood, J. W.(1999), What's in a name? Children's name writing and literacy acquisition, Reading research quarterly, 

34(3).

Brown, G. (1994),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3rd ed.), Prentice Hall Regents.

Cameron, L.(2001), Teaching languages to young learners. Cambridg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elce-Murcia, M.(Ed.).(1991),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2nd ed.), Boston: Heinle & Heinle.

Clay, M. M.(1975), What did I write? Auckland, New Zealand: Heinemann.

Cook, V.(1999), Going beyond the native speaker in language teaching. TESOL Quarterly, 33, 185-209.

Cummins, J.(1981), The Rold of Primary Language Develpment in Promoting Educational Success for Language Minority 

Students, In Schooling and Language Minority Students: A Thoretical Framework. Sacramento: California State 

University Evaluation, Dissemination, and Assessment Center.

Ellis, G., Brewster, J.(1991), The storytelling handbook : a guide for primary teachers of English, London : Penguin Books.

Glazer, S. M.(2006), A positive response, Teaching pre K-8, 36(8), 86-87.

Goodman, K.(1986), What's whole in whole language?, Portsmouth: Heinemann

Halliwell, S.(1996), Teaching English in the Primary classroom, London: Longman.

Harris, T. L. & R. E. Hodges (Eds.)(1995), The Literacy Dictionary.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Hill, W. E.(1990), Learning: a Survey of Psychological Interpretations (5th ed.), New York: Harper & Row. 

Holdaway, D.(1979), The Foundation of Literacy Learning, Exter, NH: Heinemann dcuational Books, Inc.

Holdersness, J.(1994), Activity-based teaching: Approaches to topic-centered work. In C. Brumfit et al. (Eds.), Teaching 

English to children: From practice to principle. London: Nelson.

Krashen, S., & Terrell T.(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Oxford: Pergamon Press.

Krashen, S.(1993), How Well Do People Spell?. Reading improvement, 30(1). 

Nunan, D.(1991), Communicative tasks and the language curriculum. TESOL Quarterly, 25, 279-295. 

Oller, J.(1983), Story writing principles and ESL teaching. TESOL Quarterly, 17(1), 39-53.

Pressley, M.(1998), Effective reading instruction: the case for balanced teaching. New York: Guilford Press.

Scott, W. A., & Ytreberg, L. H.(1990), Teaching English to children. London: Longman. 

Strasser, J., & Seplocha, H..(2007), Using picture books to support young children’s literacy. Childhood Education, 83(4), 

219-231.

Sutherland, Z., Arbuthnot, M. H., & Monson, D. L.(1991), Children and books. New York, NY : HarperCollins.

Widdowson, H. G.(1978), Teaching Language as Communication, Oxford: Oxford UP. 





- 183 -

부록 1) 읽기 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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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동요 노랫말 모음

일어나요
작곡 : 이민숙|    작사 : 장고웅

일어나요 일어나요 어서어서 일어나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일어나요 아침이 우리들을 맞아요 
나무들도 모두 깨어나고 태양이 높이 솟아요 
일어나요 일어나요 어서 일어나요 일어나 (야호!) 

뽀뽀뽀
작곡 : 이재휘|작사 : 이재휘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헤어질 땐 또 만나요 뽀뽀뽀 
우리는 귀염둥이 뽀뽀뽀 친구 뽀뽀뽀 뽀뽀뽀 뽀뽀뽀 친구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작곡 : 미상|작사 : 미상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웃니 아랫니 닦자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목 닦고 머리 빗고 옷을 입고 거울을 봅니다 
꼭꼭 씹어 밥을 먹고 가방 메고 인사하고 유치원에 갑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손씻기송 동글짝 버전
작곡 : 박희준|작사 : 안영은

흔들흔들 손! 꼬물꼬물 손! 
활짝 펴서 보았더니 (어~? 병균들아 저리 가!) 
흔들흔들흔들 손 (손) 꼬물꼬물꼬물 손 (손) 
놀고 나서 씻었나요 (병균들은 싫어요) 
두 손 가득 뽀글뽀글 비누칠 (뽀글뽀글) 
졸졸졸졸 물소리 기분 좋아 손바닥 쓱싹쓱싹 손등까지 
하얗게~ (손톱까지 깨끗이) 
오오오오~ 뽀글뽀글 오오오오 뽀드득 뽀드득 
오오오오~ 기분 좋아 깨끗한 손 건강한 내 손 
(흔들어보세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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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야 꼬마야
작곡 : 구전동요|작사 : 구전동요

똑똑 누구십니까 꼬마입니다 들어오세요 
꼬마야 꼬마야 뒤로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한 발 들어라 꼬마야 꼬마야 잘 가거라 
똑똑 누구십니까 꼬마입니다 들어오세요 
꼬마야 꼬마야 뒤로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한 발 들어라 꼬마야 꼬마야 잘 가거라 

둥글게 둥글게
작곡 : 이수인|작사 : 이수인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거웁게 춤추자 
링가링가 링가 링가링가링 링가링가 링가 링가링가링 
손에 손을 잡고 모두 다 함께 즐거웁게 뛰어봅시다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 즐거웁게 춤추자 

둘이 살짝
작곡 : 김방옥|작사 : 박경문

둘이 살짝 손 잡고 오른쪽으로 돌아요 
둘이 살짝 손 잡고 왼쪽으로 돌아요 
내 무릎 치고 네 어깨 치고 내 손뼉 치고 네 손뼉 치고 
내 무릎 치고 네 어깨 치고 내 손뼉 치고 네 손뼉 치고 
둘이 살짝 손 잡고 오른쪽으로 돌아요 
둘이 살짝 손 잡고 왼쪽으로 돌아요 

그대로 멈춰라
작곡 : 김방옥|작사 : 김방옥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눈도 감지 말고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눈도 감지 말고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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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신
작곡 : 손대업|작사 : 윤석중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새신을 신고 달려보자 휙휙 단숨에 높은산도 넘겠네 

세수하고
작곡 : |작사 : 

세수하고 세수하고 이를닦고 이를닦고 피아노를 칩시다 
세수하고 세수하고 이를닦고 이를닦고 피아노를 칩시다 
큰 북을 칩시다 쾅 쾅 쾅 작은 북을 칩시다 똑 딱 똑 딱 
작은 북을 칩시다 뚝 딱 뚝 딱 피아노를 칩시다 

신체
작곡 : 샤오팡 중국어|작사 : 샤오팡 중국어

눈은 눈은 보고 코는 냄새맡고 입은 입은 맛보고 
귀는 귀는 듣고 두손은 손뼉치고 
두발은 뛰어요 하나 둘 셋 넷 정말 재밋어요 

학교종
작곡 : 김메리|작사 : 김메리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사이좋게 오늘도 공부 잘하자 

빙빙 돌아라
작곡 : 외국 곡|작사 : 미상

손을 잡고 왼쪽으로 빙빙 돌아라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라 
뒤로 살짝 물러났다 앞으로 다시 들어가 손뼉치며 빙빙 돌아라 
손을 잡고 왼쪽으로 빙빙 돌아라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라 
뒤로 살짝 물러났다 앞으로 다시 들어가 손뼉치며 빙빙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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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작곡 : 박태현|작사 : 강소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늘높이 아름답게 펄럭입니다 
태극기가 힘차게 펄럭입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펄럭입니다 

생일 축하 노래
작곡 : 미국민요|작사 : 미상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생일 축하합니다

오이
작곡 : 미상|작사 : 미상

오이 오이 내 이름은 오이 길쭉길쭉 날씬날씬 
오이 오이 초록 색깔 오이 오이 오이 내 이름은 오이 
길쭉길쭉 날씬날씬 오이 오이 초록 색깔 오이

사랑해요
작곡 : 샤오팡 중국어|작사 : 샤오팡 중국어

아빠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오빠 언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남동생 여동생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빠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오빠 언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남동생 여동생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

날씨가 어때요?
작곡 : 샤오팡 중국어|작사 : 샤오팡 중국어

날씨가 어때요 날씨가 어때요 맑아요 맑아요 맑은 날이에요 
날씨가 어때요 날씨가 어때요 흐려요 흐려요 흐린 날이에요 
날씨가 어때요 날씨가 어때요 비와요 비와요 비오는 날이에요 
날씨가 어때요 날씨가 어때요 눈와요 눈와요 눈오는 날이에요 
날씨가 어때요 날씨가 어때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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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잘가
작곡 : 샤오팡 중국어|작사 : 샤오팡 중국어

안녕 잘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친구들 안녕 안녕 친구야 안녕 
모두들 안녕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잘가 친구들 잘가 잘가 친구야 잘가 
모두들 잘가요 잘가 

너의 이름은 뭐니
작곡 : 샤오팡 중국어|작사 : 샤오팡 중국어

나는 코끼리 나는 돼지 나는 팬더 
나는 원숭이 나는 사자 나는 토끼 
너의 이름은 뭐니 

안녕
작곡 : 신동일|작사 : 정세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나영아 안녕 안녕 재호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 친구야 
인사하는 어린이 착한 어린이

나처럼 해봐라
작곡 : 외국 곡|작사 : 미상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아이참, 재미있다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아이참,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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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eaching Korean for Korean learners in Russian 
elementary schools based on a Whole Language Approach. 

Mieun, Lim

This study is to devise content and ways related to teaching Korean for 
Korean learners in Russian elementary schools based on a Whole Language 
approach. Teaching Korean to Russi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tarted in the 
mid-19th century and has continued for a long time up until now. However, the 
regular teaching system considering some variables of learners like age or level, 
etc.,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compared to the Korean history of teaching. 
Especially, the selec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ing content, the design for 
teaching and learning ways which trigger Korean teaching that are required for 
Korean learners in Russian elementary schools as soon as possible. 

Meanwhile, linguistic philosophy and teaching methods for young learners in 
elementary schools are necessary when teaching content. In how they are selected 
and the ways that teaching methods are designed since they have distinctive 
characters in terms of cognitive, affective, physical and linguistic aspects compared 
to adult learners. Therefore, this study chose a Whole Language approach as the 
theoretical base, which not only is a philosophy and a teaching method in itself 
focusing on the whole-person and a learner-centered education, but also has 
implications for inspiring young learner's interests and motivation, and emphasizing 
reality and the integration of education. 

This study addressed teaching content and ways that are extracted from a 
Whole Language approach using a story as the main material and children's 
songs, a dancing routine, and animation, etc., in the field of teaching Korean for 
young learners. The experiment classes of this study were conducted in a total of 
3 stages, and it shows preparatory experiments at the 1st stage, quali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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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t the 2nd stage and quantitative research at the 3rd stage. Specifically, 
preparatory experiments at the 1st stage have an objective of checking if teaching 
Korean classes based on a Whole Language approach can be applied in a Russian 
school. It was conducted for checking the possibility of field application through 
student surveys given to Russi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eacher interviews 
after the classes using the story were held. Qualitative research at the 2nd stage 
has an objective of figuring out and organizing effective content and to check if 
the ways for young learners was concrete. For this, the classes were held for 
foreign children living in Korea,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in terms of both 
cognitive aspects shown in the class processes, task assessment and analysis of 
the affective methods for learners and through parent interviews. Quantitative 
research at the 3rd stage has an objective of designing and applying Korean to 
the whole class considering the Russian learning environment and children's 
distinct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al stag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in the 1st and 2nd stages. The classes were given to Russi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ir cognitive and affective changes were measured 
through tests and surveys and opinions about teaching Korean were arranged 
through teacher interviews and parent surveys. The analysis is to provide effective 
teaching content and methods for teaching Korean for Korean learners in Russian 
elementary schools.

At last, this study established the objectives and content for teaching Korean 
for Russi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discussion in chapters Ⅱ and 
Ⅲ, and as well, devised teaching methods based on a Whole Language approach. 
This study also refereed to both Korean and Russian elementary curriculum for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reflected the opinions from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Based on the teaching objectives, balanced literacy teaching, contextual 
vocabulary teaching and authentic expression teaching were set up as the teaching 
content and were based on the 4 principles of Authenticity, Balance, Combination 
and Recursion. As more concrete teaching methods, literacy teaching using 
Phonics, vocabulary teaching using meaningful materials, and the teaching of 
expressions with the contrast between Korea-Russia using a story have been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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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of great significance to deal with elementary school learners 
abroad who lear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and established teaching content 
and suggested concrete teaching methods to realize all of these in terms of 
affective and cognitive aspects. It is expected to increase and develop attention to 
other active studies for KFL children in various language countries, as well as in 
Russia. Through this study which begins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of a Whole 
Language approach in teaching Korean for Korean learners in Russian elementary 
schools.

Key Words: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 elementary school learners, 
Russia, Shkola, Whole language approach, Balanced approach, Story, 
Context, Authenticity, TPR(Total Physical Response), Literacy, Phonics 

Student ID: 2004-2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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