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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실대화를 바탕으로, 교사의 경력 및 교실 수준에 따
라 달라지는 교사의 교수언어 내용과 이에 따른 교실 상호작용 양상을 분석
하여 한국어 교사교육을 위한 유의미한 교육 내용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한국어 교실 수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교사이며, 교사의
발화는 학습 변인의 중핵적 요소이다. 특히, 교사의 교수언어에 따라 교실
수업의 상호작용 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이는 한국어교실과 같은 제2언어
교실에서는 학습자가 해당 언어에 대해 제한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
문이며, 교사의 교수언어가 곧 목표언어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호작용적 수업과 학습자 전범으로서의 교수언어의 내용을 교육하는 것은
한국어 수업에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Ⅱ장에서는 한국어교사의 교수언어 교육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
자 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언어 습득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입력과
출력의 역할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작용의 개념적 이해를
보였다. 또한, 의미 협상을 통한 교실 상호작용이 한국어 습득을 위해 어떠
한 의의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교실 상호작용의 네 가지 중요성
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가 교사와의 대화 과정을
통해 목표언어의 형태 및 내용을 경험적으로 습득하게 되며, 둘째, 대화전
략을 내면화하여 실제 한국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담화의 사용 전략을
학습하게 되며, 셋째,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
와 담화의 사회·언어적 규칙을 이해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정의적 측면을
강화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학습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신념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Ⅲ장에서는 한국어 교사의 교수언어를 교사의 경력 및 교실 수준에 따
라 상호작용적 기준에서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수언어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실 상호작용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교수언어의 세부 유
형은 상호작용적 관점에 따라 ‘설명’, ‘질문’, ‘반응’, ‘강화’,
‘확장’으로 설정하였으며, 교사 경력 및 교실 수준에 따른 교수언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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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내용 차이를 분석하고, 이로 인해 일어나는 교실 상호작용 양상을
살피고자 하였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살핀 교수언어의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
사를 위한 교수언어 교육내용을 도출하고, 교사의 오디오 녹음을 바탕으로
하는 교수언어일지 기록을 통해 성찰적 접근을 바탕으로 교수언어를 개선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수언어의 교육내용으로는 설명의 교수언어에서
논리적인 설명 발화의 구성, 조직적이며 구조적인 설명 제시, 적절한 분량
의 설명, 인접 개념 및 학습항목 연계를 제시하였으며, 질문의 교수언어에
서는 유의미한 이해점검, 고른 순서배당, 화맥에 적절한 제시용 질문, 상호
작용이 단절되었을 때, 이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회용 질문, 사회관
계용 질문을 통한 도입부의 상호작용 시작을 제시하였다. 평가의 교수언어
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기반한 평가, 상호작용 재활성화를 위한 단서 제공
및 난이도 조정을 제시하였으며, 강화의 교수언어에서는 재발화 요구를 적
절하게 구현하여 상호작용을 재활성화하는 방안, 초급 교실에서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반복과 강조를 내용으로 제시하였고, 확장의 교수언어를
통해 상호작용이 활성화된 교실에서 연관 주제 및 도전적인 추가 과제를
제시하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을 성찰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어 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녹음 및 전사하는 성찰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자 중심 수업과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작금의 추세에서 한
국어 교사가 고려해야 할 교수언어의 내용을 현장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분
화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녹음 전사를
통해 교실상황 및 교수언어의 사용 환경, 상호작용을 정치하게 연구했다는
점과, 경력교사의 교수언어 내용을 상세화하여 교육 내용으로 도출하였다
는 점에서 향후 초임 교사들이 교실 상호작용을 위한 교수언어를 구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교수언어 학습 내용
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교수언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교수언어, 상호작용 활성화, 경력 교사, 교실 상호작용, 의미 협상
학번 : 2010-2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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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어 교사의 교수언어를 교사의 경력 및 교실 수준에 따라
상호작용적 기준에서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교육을 위한
유의미한 내용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어 교사의 수업 전
문성을 기르고, 교실상호작용을 촉진시켜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교수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2005년 국어기본법1) 시행 이전에는 학교
마다 독자적인 커리큘럼대로 운영되었다. 국어기본법의 시행 이후에도 한
국어 교사 교육을 위한 교과목명이 통일되고 표준화되었지만, 한국어 교육
과정 그 자체를 통일되고 표준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교육과정을 각
교육기관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융통성있게 운영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내실있게 운영되어
야 하는 교육실습이나 전문 연수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
아 교사들이 언어 교수 행위의 역할과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방향성을 잡
기가 어렵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교수언어 및
교실환경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한국어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서는 3영역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
육론’과 5영역의 교육실습’이 예비교사가 교수언어를 직․간접적으로 훈
련할 수 있는 기회이다. 특히 한국어교육실습은 교사가 실제 교실환경에서
1)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공동주관한 것으로, 2005년 1월 27일 제정ㆍ공포된 ｢국어
기본법｣이 시행령을 갖추고 2005년 7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국어기본
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국어기본법 시행령｣(제정ㆍ공
포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3호)도 법과 마찬가지로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
다.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
며 31개조(전문 27개조 및 부칙 6개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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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언어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실습은 강의
참관만이 필수이고 강의 실습2)이나 모의 수업3) 중 하나만이 선택 필수로
이루어짐으로써

교사가 모의 수업을 할 경우에 실제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이는 교사의 교수언어를 현장에서 체험
및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실제 교실 상호작용에 대
한 이해 및 체험이 부재한 상태로 한국어 교사가 되는 위험성을 야기할 수
도 있다. 이와 같이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 교사 연수가 부재한 상태로
교사가 되는 경우 교사는 제2언어 교사의 역할이나 교수 현장에 대해 적확
히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한국어 학습자
의 높아진 기대수준을 완전히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며, 전반적인 한국
어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의사소통이 중시되는 최근의 교육 현장에서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교
실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와의 대화이다. 능력있는 한국어 교사는 그의
통제 하에서 전략적인 대화주도와 적절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목표어 실력
이 부족한 학습자들이 상호작용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양적으로 증진시
키며, 질적으로는 지속시켜나갈 수 있는 비계4)를 제공함으로써 교사-학습
2) 국립국어원(2007),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에서는 ‘강의 실습’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강의 실습은 국내외 한국어교육 기관에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또는 다문화 가정 구성
원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어야 한다.
▪ 강의 실습 전후 실습에 대한 피드백이나 평가 등 담당 교수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실습한 기관에서 반드시 실습 확인서를 발급 받도록 한다.
3) 국립국어원(2007), 「한국어 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에서는 ‘강의 실습’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모의 수업은 한국어 학습자나 동료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전공 학생 전원이 1회 이상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 교안 작성에 대한 안내, 모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 등 담당 교수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4) 비고츠키(1978)의 실제적 발달 영역과 잠재적 발달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근접발달영
역(ZPD) 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비고츠키는 이 수준의 차이를 유능한 타인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다음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았다. 비계(Scaffolding)이라는 용어는 브루너
(Bruner,1978)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아이, 또는 초심자가 어떤 도움도 없는 상황에
서 혼자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과제, 또는 목표를 해결, 수행, 또는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에의 참여를 지원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그린필드(Greenfield,1984)
는 이를 활용한 교수가 교사가 학습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면서, 학습자들이 해나갈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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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 적절한 의사소통을 이끌어 나간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한국어 교사
가 궁극적으로 목표해야 하는 바는 단순히 한국어 교사로서의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만이 아니라, 교수언어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서 한국어
수업을 운영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지식으로 전수되거나
양성기관에서의 훈련만으로 쉽게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수언어의
전문성은 수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쌓여가는 경험적 측면이 있기 때
문이다.
이 점에서 고경력 교사의 수업 노하우 및 교수언어는 교사들에게 좋은
전범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교수경험이 축적된다고 해서 이것이 곧
수업 전문성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아니다. 수업 실행에 대한 반성적 성찰
이 없는 경험의 축적은 단순한 습관이 될 뿐이다(Korthagen,2001). 나아가,
교사가 반성을 통해 전문성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경험이 부족하거나, 수
업의 실패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자신의 경험이나 반성적 성찰 자체에 대
해서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숙련된 고경력 교사의 교수
언어를 바탕으로 교수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수업 전문성과 관련해서 저경
력 교사가 자신의 성찰을 확신을 가지고 구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교수언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바탕
으로 교수전문성을 갖추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체계적인 반성 없
이 시행착오를 통해 자의적인 수업관과 교수방식에 대한 믿음으로 교수언
어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첫째, 교실 상호작용을 질적으로 정치하게 분석하고,
둘째, 교사의 경력 및 교실 수준에 따른 교수언어의 차이를 진단하며
셋째, 교수언어에 따라 교실의 다원적 상호작용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것을 구축하여 상호작용을 촉진한다고 보았고, 이와 관련하여 딕슨-크라우스
(Dixon-Krauss,1996)은 제2언어 교육에서의 비계 교수를 교사가 학습자를 학습과제에 참여
토록 이끌기 위한 대화를 사용하면서 학습 과제를 구조화하고 학습자에게 방향이나 힌트를
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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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교수언어에 따라 학습자에게 양적·질적으로 유의미한 상호
작용이 촉진되는 양상 및 과정을 진단하는 것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
재교육 및 신입교사 연수 프로그램에서 전문적인 언어교사를 양성하고 한
국어 교실을 전반적으로 구성하는 교육적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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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2.1 교사의 발화에 대한 연구
제2언어 교실에서 교수언어에 대한 연구는 에드워드와 풀롱(Edward &
Fulong, 1978), 롱과 사토(Long & Sato, 1983), 쇼드롱(Chaudron, 1983)에 의
해 연구된 바 있다. 교실환경에서 교사의 발화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하였
다. 이후, 교육학에서 교사언어, 교실언어와 더불어 수업언어의 성격을 규
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접 개념과의 구분을 통해 시작되었다. 에드워드
와 풀롱(Edward & Fulong, 1978)에서는 교사언어(teacher talk)는 학교문화
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교수언어(intructional

talk)와

조직

및

경영언어

(organizational-managerial talk)와 같은 속성에 의해 교실 외부 상황에서
나타나는 대화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수
언어를 교사가 교실상황에서 수업을 위하여 구현하는 언어 일체라고 정의
하였다. 이는 교실 외적인 상황을 배제한 언어로, 교실 학습에 초점을 두어
교수언어를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모든 언어는 그것이 교수언어이
든, 조직 및 경영언어이든 상관없이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모두
언어 입력이 될 수 있으며, 교사의 언어는 제2언어 학습자들을 위한 입력
(input) 그 자체로 기능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제2언어 교실에서 교사의 발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교사의
발화, 교사 언어, 교수 언어 등의 개념 및 특징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롱
과 사토(Long & Sato, 1983)은 제2언어 교실에서 교사 언어가 나타나는 환
경이 교실에 한정된다는 것과 대담자(interlocutor)의 낮은 언어 능숙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언어라고 정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교수언어가
학습자의 반응으로 인하여 조절·수정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발견하였
다. 그러나 한국어 교실에서 학습자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조절이나 수
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사언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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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언어의 차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고, 교사언어의 교육적 효과를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보인다.
쇼드롱(Chaudron, 1983)은 제2언어 교실에서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발화
할 때 다음과 같은 조정을 거친다는 점을 밝혔다. 첫째, 교사들이 제2언어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들에게 말할 때 속도가 느려지며, 둘째, 휴지(pause)
가 길어지며, 셋째, 어휘적 조정을 통해 어휘 수준을 낮추며, 넷째, 발화
길이를 짧게 조정하고, 다섯째, 더 크고 분명하게 발화하며, 여섯째, 의문
문 대신 서술문을 더 사용하며, 마지막으로 반복을 자주 하는 경향성을 두
드러지게 보였다. 롱과 포터(Long & Porter, 1985)는 교사언어의 특성을 규
명하는 과정에서 제2언어교실의 교사언어는 통사적으로 쉽고, 단순한 어휘
를 반복하며, 모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휘는 사용하지 않는 특징을 제
시하였다. 이는 교수언어의 형태·통사론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내용의 변화에 대한 면을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
위의 연구를 종합 및 보완하여 보았을 때, 교수언어는 교사 발화, 교사
언어, 교실 언어 등 다양한 개념과 혼재되어 연구되어 온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수를 목적으로 하는 교사의 발화가 갖는 이해 가능한 입력
을 위한 변형과 같은 기본적 특징이나 교육적 의의에 대한 기본적 배경은
학계에서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맥락에서 교수언어는,

교사가 교실 상황에서 발화하는 언어 중 명시적으로 언어 교수를 목적으로
발화하는 언어를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일상생활에
서 쓰는 언어와는 달리 입력을 조정 및 수정하여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게
되는 특징을 지니며, 이는 학습자들의 언어 습득을 위하여 유의미한 내용
과 이해 가능한 형태를 갖춘 제2언어 입력으로 기능하게 된다.

2.2 한국어 교사의 교수언어에 대한 연구
한국어 교사의 교수언어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래로 킴(Kim,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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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박광노(2005), 홍은실(2005), 한상미(2000, 2001), 홍윤희(2003), 진제희
(2004), 최주희(2006), 문선미(2007)에 의하여 그 개념과 기능, 역할이 다양
하게 연구되어 왔다.
윤희원(2010)에서는 교육은 가르침의 주체와 교육이 수행되는 장을 전제
로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선생님과 교실이 교육의 중핵적 역할을 한다
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의 성과는 가르치는 이의 인품과 경
험, 학습자에 대한 사랑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적확한 교
육내용 및 교사 및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
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가 학습자 수준에 대해 인지하고, 상호작용을
위한 교수언어를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부합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킴(Kim, 2004, 2005)에서는 교사전문성을 위한 교사언어의 특징을 연구
하면서 교수언어의 상호작용적 기능을 강조하였다. 적극적이고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교실 수업에서 교사가 다양한 형태의 질문을 사
용하여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교실 대화의 흐름을 유형별
로 정리하였다. 교사의 질문을 초점으로 학생에게 묻는 발화를 구현할 때
학생 개인의 의견을 묻는 질문(Invitation Question)을 구사하거나 명료화 요
구(Clarification Question)를 하면 역동적이고 활발한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
아지며, 한 가지 형태의 질문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질문을 골고루 활용하
면 학생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의 흐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
는 교사의 교수 언어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의 흐름에 대해서 분석적인 시
각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광노(2005)에서는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상호작용 유
형을 분석하여 교사의 신념, 태도 및 교수 스타일 등의 요인이 교사-학습
자 간 언어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바 있다. 이는
종합적으로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는 교실에 대한 특징을 간략히 제시하였으
나, 구체적 이론과 기준을 근거로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소고나
단상에 그치고 있다. 다만 언급된 바를 좀 더 상세화하고 이론화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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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요인에 대한 적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발점을 제공한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한국어 교수언어 및 이를 기반으로 한 교실 상호작용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2000년대부터 등장하였다. 홍은실(2005)에 따르면 2000년대부터 한
국어 교실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언어와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논문들이 등
장하기 시작했는데, 한상미(2000)에서는 이를 ‘교사말’이라고 명명하였
고, 박선옥(2003)에서는‘교사언어’라고 정의하였다. 홍윤희(2003)에서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언어와 상호작용을 교실언어로 정의하고, 언어 사
용의 주체를 기준으로 교사언어, 학습자 언어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위의
연구에서는 영어교육을 비롯한 기존의 제2언어 교실에서 제공한 틀을 그대
로 사용하였으며, 한국어 교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
서 한계를 보인다.
한상미(2001)에서는 ‘교사말’의 개념을 도입하여 교사와 학습자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두고 유도발화와 피드백발화를 분석하였다. 이에 교육목적
에 따라서 질문을 참조형, 나열형으로 구분하여 적절히 선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질문의 유형 및 분류를 활용하더라도 질문의 구성
및 내용에 따라서 상호작용의 양상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질
문의 및 피드백의 내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제희(2004)
에서는 한국어 수업 대화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교사와 학습자간 문제 해
결 의미 협상(negotiation of meaning)과정이 교사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교사의 참여 유도 및 상호작용 지속에 대한 시사
점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한 대상 교실의 수가 적고, 스캐폴딩을 위
한 교사말 유형의 제시 기준이 기존에 제시된 기준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
는다.
최주희(2006)에서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 교실의 상호작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위 변인으로 교사의 질문, 화제의 설정, 참여집단의 유
형, 학습자 정의적 요인을 연구하였다. 문선미(2007)에서는 질문의 전략을
중심으로 교실 상호작용과 질문,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을 초급, 중급,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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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합하여 양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위 논문에서 제시된 한국어 교

실 상호작용 및 교수언어에 대한 연구는

그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진행되

어 연구의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교실대화에 대한 분석은 다양
하게 진행되지만, 자의적 분류가 아닌 체계적인 기준을 통하여 교수언어와
수업전문성, 한국어 교실의 특수성에 대한 교수언어를 연구하지 못하여 단
편적인 연구성과만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수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교실 상호작용의 양상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교수언어의 비계 유
형 및 기능, 그에 따른 상호작용의 양상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 및 논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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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고는 한국어 교사 25명의 (이하 교사)5)의 교수언어 및 교사들이 담당
하는 성인 학습자 188명의 발화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연구 결과의 타당
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사의 경력, 학습자의 연령 및 국적, 대상 및 프로그
램을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하였다. 교사의 선정은 2012년 당 해 수업을 처
음 시작하여 수업 경력이 3개월 미만인 초임교사부터 수업전문성을 갖춘
교사까지 다양한 교사를 대상으로 교실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교사 변인에
따라서 교수 언어의 유형 및 전략이 달라지고, 이에 따른 교실 상호작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음 [표 1]은 교사 경력사항 예시이다.

[표 1] 교사 경력사항 예시
교사명

교사 경력사항

교사명

교사 경력사항

교사 A

1급 교수
강의경력 3년차
교수경험 약 1000시간
수업우수교사 선정된 바
있음

교사 N

다문화센터 강사
발표수업 교수
일본 2년 유학

교사 B

1급 교수
강의경력 4년차
교수경험 약 1100시간
영국에서 1년 교환학생

교사 O

다문화센터 강사
한국어 3급 교수
교수경험 1년차

교사 C

6급 발표수업 교수
강의경력 4년차
교수경험 약 1000시간
기본적 중국어 가능

교사 P

다문화센터 강사
발표수업 교수
영국 4년 교환학생
개인교수 경험 풍부(유학생활
당시)

5) 연구에 참여한 교사 및 교사의 인적 사항은 [표 1]과 같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신상정보 보호를 위
하여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언어교육기관 및 이름 등을 이니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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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D

6급 발표수업 교수
강의경력 5년차
교수경험 약 1200시간
주임급 교사

교사 Q

다문화센터 강사
한국어 3급 교수
교수경험 2년차

교사 E

6급 발표수업 교수
강의경력 3년차
교수경험 약 1000시간

교사 R

학원 강사
한국어 토론수업 교수
교수경험 1년차
유학경험 없으나 영어로 수업
진행 가능

교사 F

3급 교수
강의경력 3년차
교수경험 약 1100시간
교사 교육 담당 진행

교사 S

다문화센터 강사
한국어 3급 교수
교수경험 1년차

교사 G

교재 3급 교수
강의경력 4년차
교수경험 약 1000시간

교사 T

다문화센터 강사
발표수업 교수
미국 1년 교환학생

교사 H

6급 토론수업을 교수
강의경력 3년차
교수경험 1000시간
뉴질랜드 3년 유학
프랑스어 DELF B2
영어로 수업진행 가능

교사 U

다문화센터 강사
한국어 3급 교수
교수경험 2년차

교사 I

6급 토론수업 교수
강의경력 5년차
교수경험 1200시간
주임급 교사

교사 V

학원 강사
한국어 토론수업 교수
교수경험 1년차
영어로 수업 진행 가능

교사 J

교재 3급 교수
강의 첫 해
이전 교수경험 없음

교사 W

2급 교수
강의경력 1년차
교수경험 약 100시간

교사 K

교재 3급 교수
강의 첫 해
교수경험 약 100시간
이전 교수경험 없음

교사 X

5급 교수
강의경력 4년차
교수경험 약 1000시간

교사 L

다문화센터 강사
한국어 3급 교수
필리핀 1년 교환학생

교사 Y

2급 교수
강의경력 2년차
교수경험 약 400시간

교사 M

다문화센터 강사
발표수업 교수
일본 6개월 교환학생
3세 이전까지 일본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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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수준에 따른 교사의 분류는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교실 수준에 따른 교사 분류
교실 수준

초급

중급

고급

교사 수

4

11

10

교실 수준은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교실에서 한국어로 의사
소통 자체가 어려운 1급 학생들을 배제하고, 초급 수준에서 의사소통이 가
능한 4개 교실, 중급 및 고급의 교실 각 11, 10개를 선택하였다. 교실 수업
과 교실 상호작용을 위한 교수언어의 내용은 교실 수준에 따라서 크게 달
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수업 내용 및 학습자 요인에 의해 교사의 교
수언어 내용이 달라지며, 교사가 각각의 교실에 대해 기대하는 상호작용
양상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교수언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 이에 따른 교수언어의 내용을 유의미하게 분석하였
다.

교사의 한국어 교직 경력에 따른 교사 분류는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한국어 교직 경력에 따른 교사 분류
교사 경력

초임

교사 수

3

5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미만

~1000시간

이상

7

4

11

교직 경력에 따라 500시간 미만의 교사를 저경력교사로, 1000시간 이상
의 교사를 고경력교사로 분류하였다. 교직 경력을 학기나 연도 단위로 분
석하지 않고 시간으로 분류한 이유는 한국어 교직 경력은 학기 단위가 짧
게 구성되고, 교수 학기 및 시수가 한국어 교육기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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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식

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시간에 따라서 교직 경력을 분류하였다.
한국어 교육의 경우 현장이 이론보다 크게 앞서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
력 교사의 교수 언어에 대한 연구가 효과적인 교수 언어에 대해서 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500시간을 기준으로, 교사의 고경
력과 저경력을 나누었으며, 고경력교사의 교수언어는 특히 1000시간 이상
의 교수경험을 가진 교사의 교수언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3.2 연구 절차
수업의 일상적 장면에서 교수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교실 상호작용 양상
을 관찰하기 위해 한국어 교실 수업을 2012년 3월~ 2012년 12월까지 총 30
차례에 걸쳐 각 교실의 수업을 총 10차례 소형 mp3형 녹음기 및 스마트폰
녹음 어플리케이션으로 녹음하고 전사하여 연구6)하였다. 이후 필요에 따라
담당교사와의 사전인터뷰 및 사후인터뷰를 진행하여 수업 전체의 맥락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사와 학생에게 각각 녹음기를 제공하여 교실의 모든 소리를 가능
한 한 자세히 녹음하려고 하였으며, 연구 중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 있으면 학생과 사후 면담을 거쳤다. 수업관찰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참
여관찰7)이 최적이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참여관찰이나 녹화가 불가능
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의 한계인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의 문제를 보완하
기 위해 자료의 복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 대화 자료를 꼼꼼하고 자
세하게 기술하여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의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다
음 [표 4], [표 5], [표 6]는 녹음된 수업의 급수, 학습자 수 및 녹음 시간이

6) 교수언어를 녹음할 때,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1)기관장의 담당 교사의 수업 녹음 동의서 2) 수업 참
여 교사 및 학생의 녹음 동의서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연구 참여자의 신상미공개 동의 4) 한국어
교실 수업 녹음에 대한 연구 참여비 지급 4)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서약 동의서를 받았다.
7) 그러나 수업관찰에서 연구자의 참여는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선 연구자가 연구 자료의 수집
을 목적으로 제한된 교실환경으로 들어가면 교사와 학습자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며 이는 곧 상호
작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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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7]는 녹음 전체의 합계이다. 표에서 제시된 교사의 이니셜과 교실
의 이니셜은 동일8)하게 처리하였다.

[표 4] 초급 수업녹음 학습자 수와 녹음 시간
<초급 수업녹음 학습자 수와 녹음 시간>
등급

학습자 수

녹음시간

교실 A

7

5시간

교실 B

6

5시간

교실 W

4

5시간

교실 Y

8

5시간

4개 교실

25명

20시간

초급

총합

8) 연구에 참여한 교사와 교실이 다양하여, 이니셜 처리를 동일하게 하였다. 예컨대, 교사 A가 수업한
교실이 교실 A이고, 교사 B가 수업한 교실이 교실 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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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중급 수업녹음 학습자 수와 녹음 시간
<중급 수업녹음 학습자 수와 녹음 시간>
등급

학습자 수

녹음시간

교실 F

6

5시간

교실 G

9

5시간

교실 J

7

5시간

교실 K

6

5시간

교실 L

6

5시간

교실 M

4

5시간

교실 O

8

5시간

교실 Q

5

5시간

교실 S

9

5시간

교실 U

7

5시간

10개 교실

67명

50시간

중급

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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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고급 수업녹음 학습자 수와 녹음 시간
<고급 수업녹음 학습자 수와 녹음 시간>
등급

학습자 수

녹음시간

교실 C

9

5시간

교실 D

10

5시간

교실 E

11

5시간

교실 H

9

5시간

교실 I

8

5시간

교실 N

9

5시간

교실 P

6

5시간

교실 R

6

5시간

교실 T

12

5시간

교실 V

7

5시간

교실 X

9

5시간

10개 교실

96명

55시간

고급

총합

[표 7] 총 수업녹음 학습자 수와 녹음 시간
<총 수업녹음 학습자 수와 녹음 시간>
등급

학습자 수

녹음시간

25개 교실

188명

125시간

위와 같이 자료를 분류하고

이후 녹음 내용을 부분적으로 반복, 청취

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전사 양식은 교수 언어의 비계의 특성에 따라서
나누어 전사하였으며,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녹음양식
의 특성상 전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녹음을 통해서 맥락이 주
어진 경우나 명확히 언어적 표현에 의해서 추측 가능한 경우는 분석의 대
상으로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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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

쓰이는

제퍼슨

(Jefferson, 1974)의 전사체계9)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되,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서 다음과 같은 기호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사용된 전사 기호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전사기호 (Transcription Convention)
T
S1,

교사
S2,

개인 화자 (@는 잘 알

○○,
..

◇◇,

인명 표시

(0.0)

휴지(초 단위)

―

억양의 지속

반복

: , ::

올림 억양 지속, 긴 지속

<<

연이은 발화

↗

올림 억양

~

발음늘이기

↘

내림 억양

***

모호한 부분

,

말 이어짐

......

휴지

→

말 가로채기

진하게

강조된 억양

( )

비언어적 행동

etc
SS
/
/

수 없는 경우)
모든 화자가 동시에 발
화

전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Kim(2005)을 참조하여 교사가 비계를 활용하는
발화를 시작하고, 학습자가 그 발화에 대해 응답하고 이어서 교사의 반응
과 평가가 나타나는 경우(교사 발화 시작-학생의 응답-교사의 반응과 평
가)를 기본 단위로 하여 한 번의 상호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간주하고 수업
중에 나타난 교사와 학생의 총 횟수를 계산하였다. 이렇게 전사된 전체 상
호작용을 바탕으로 목표언어를 습득하는 데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비계

9) 극본식 표기법(dramaturgial notation)이라고도 하며, 이는 Jefferson(1978)에 의해 개발된
전사법으로서 무대 담화(stage discourse)의 기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발화문은 대화 참
여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그 다음 줄에 정리된다. 가급적 개인의 행위들(발화문, 웃음
등 비언어적 행위)은 하나의 줄에 표시된다.(J.Renkema(1992), 이원표 옮김,
1997:173-176), 김재욱(20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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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를 연구자가 제시한 분석기준에 맞는 상호작용을 전체 상호작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후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자료의 분석이 이루어진 후 가능한 경우는 교사를 회상자극 면담10)을 통
해 인터뷰하여 교수언어를 구현할 때 자신의 교수언어에 대해 어떻게, 얼
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전사한 교수행위의
의도 및 교실 환경에 대해서도 인터뷰하였다. 이후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을 사후 서면 인터뷰를 통해 교사의 교수언어에 대한 설문을 부탁하였으
며, 정의적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교사의 수업 녹음을 다른 한국어 학습자
에게 들려주고 교수언어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여 교사의 비계의 전문성 및
요소에 대한 분석을 최대한 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3.3 연구 방법
3.3.1. 연역법적 대화 분석학
한국어

교실의

교수언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담화분석론(Discourse

Analysis)의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담화분석론은 본래 체계 언어학에서
사용하던

방법론과

기본

원소의

개념을

도입하기

때문에

담화문법

(Discourse grammar)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금까지 문장 분석에 사용되던
종래 언어학의 이론과 방법을 문장 이상의 단위(담화)를 분석하는 데도 그
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담화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담화소)를 설정하고
기본 단위가 연결 규칙(concatenation rule)에 따라서 응집성(coherence)있
는 적형 담화(well formed discourse)가 된다는 것이다. 어떤 담화가 이러한
규칙을 준수해서 응집성이 있는 담화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언어사용

10) 연구자가 기록한 수업을 바탕으로 교수 및 학습과정에 대하여 설명하는 기법으로, 이를
배경으로 다양한 해석이 명시적으로 가능하며, 연구자가 교수자의 교수과정에 대해 이
해하는 계기가 된다. (David Nunan,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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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직관에 의존한다. 담화분석론자들은 한 언어의 문법을 쓸 수 있는 사
람은 그 언어체계의 직관이 있어야 하며, 담화 차원의 규칙이나 원리도 그
언어의 직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담화 연구자들의
목표는 그 직관에 들어있는 지식 체계를 찾아서 모델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들은 대화의 형태나 외적 구조를 중심으로 자료를 관찰하고 기
술하기 보다는, 보다 중요한 목적 달성을 이루어가는 행위 과정을 더 중요
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자료를 중시하기는 하지만
분석자의 선험적 지식이나 직관으로 재구성된 이론이나 모델을 자료를 통
해서 확인하고 보완하고, 실제 대화의 모자라고 이탈된 부분을 완성된 구
조로 환원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이창덕,1999).
이 접근법은 자료에서 나타나는 화행(speech acts)에 초점을 맞춘다. 연
속체로서의 언어의 가장 기본 단위인 행위(act)로부터 그 상위 단계들인 대
화 이동(move), 의견 교환(exchange), 화제(topic), 이야기(story) 같은 단위
들이 형성되는 방법이나 과정을 기술하면서 이런 단위 사이의 계층 구조에
큰 관심을 기울인다(이원표, 2001). 예컨대, 버밍햄 학파의 싱클레어와 쿨사
드(1975)에서는 행위, 대화이동, 의견 교환, 대화 교환(transaction) 등의 개
념을 이용해서 적형의 담화를 형성하려 했다. 그리하여 수업담화에서의 응
집력 있는 발화 교환 유형으로서 ‘시작 대화이동(Initiation)’-‘응답 대화
이동(Response)’- ‘피드백 대화이동(Feedback)’이라는 IRF 교환구조를
제안한 것이다(박용한, 2002)

3.3.2. 담화분석과 한국어 수업대화연구
제2언어 교수/학습 분야의 담화분석은 교실 현장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전사한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면서 이루어진다. 본고는 ‘교사-학습자’
간의 구두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교사의 ‘교수언어’에 따른 교실 상호작
용의 양상을 탐구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교실 상호작용의 발화를 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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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dan, 1987)은 대화 참여자들 간 발화의 모든 측면을 해석하고 의미를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담화분석의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듀란티와
굳윈(Duranti & Goodwin, 1992)에서는 언어 연구에서 맥락을 중심에 놓고
접근하는 방법을 주장하였는데, 맥락은 발화를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회문화적 틀을 제공한다. 특히 교실 구두 상호작용에서는 ‘교실’이라
는 맥락이 교실 구두 상호작용의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암묵적 규칙
(Cazden, 1985), 즉 사회적 참여 구조11)를 기술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담화 분석을 통한 교실 상호작용에서 구어적 담화(oral discourse)에 대한
관심은 통사적 분석에서 사용되는 문장이나 절 또는 구와는 다른 분석 단
위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담화분석에서는 말(talk)이 구조화되는 방법에 초점
을 모으기 때문에 발화, 주제 설정 및 변환, 순서 등과 같은 개념을 연구하
게 되는데, 본고의 분석 단위는 바로 대화 이동(move)으로서, 담화 계층 구
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11) 이러한 사회적 참여 구조는 문화 간 의사소통 양식(cross-cultural communication
pattern)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컨대, 어떤 언어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가 말하는 동안 순
서를 취할 때 중복(overlap)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언어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담화 행
위는 참여와 포함의 신호로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다른 화자들은 그것을 간섭과 자신들
의 말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담화분석은 다국적 학
습자로 구성된 한국어 교실 내의 문화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왜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 다른 의사
소통 전략을 사용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진제희 2003, 진제희(20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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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나타나듯 행위(act)가 모여 최소 대화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있
는 대화 이동(move)이 되고, 그 대화 이동이 모여 순서(turn)를 이루고, 이
순서가 모여 의견 교환이 된다. 이러한 의견 교환(exchage)의 집합체가 바
로 대화 교환(transaction)이 되는데, 여기서 몇 개의 대화 교환이 모여 수
업(lessons)이라는 교육학적 맥락에서의 가장 큰 담화 단위를 구성하게 되
는 것이다(Sinclair & Coultard, 1975) 이에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호작용의
최소단위를 관찰할 수 있는 형태인 대화 이동(move)를 중심으로 상호작용
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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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어교사 교수언어 교육을 위한 이론적 토대

1. 교실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적 이해
1.1 교실 상호작용의 개념
1.1.1. 언어 습득과 입력
리버스와 템펄리(Rivers & Temperley, 1978)는 언어에 대한 기술의 습득
(skill getting)이 기술의 사용(skill using)의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였
다. 이는 학습자가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언어에 내재된 문법 규칙 및
가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직관적 차원에서도 학습자들이
단순히 언어 속에 내재된 가설을 이해함으로서 언어 기술의 주된 사용 능
력 중 하나인 말하는 능력이 신장된다는 개념은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크라셴(Krashen, 1982)은 이에 대해서 학습이 습득으로 전환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당시에 만연해 있던 - 새로운 규칙을 학습하고 연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습득할 수 있다 - 는 모형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입력에 충분히 접근만 가능하다면
문법적인 능력은 자연적으로 습득되며, 언어를 생산하는 능력 또한 생기는
것(emerge)으로 보았기 때문에 습득에 필요한 조건은 이해 가능한 입력뿐
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학습자는 주어진 상황과 단순화된 입력어를 통해
이해 가능한 입력어에 접근이 가능하며, 언어 외적인 정보나 세상에 관한
지식, 이미 습득된 언어능력의 총체적 활용으로 이해가 촉진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언어의 습득은 이해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는 학습
자가

이해할

수

있는

최상의

입력이며,

이러한

이해

가능한

입력

(comprehensible input)을 언어습득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즉, 학습자가 갖
고 있는 자신의 현재 언어 이해 수준은 ⅰ이고,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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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면, 그 구조가 습득된다는 것이다. 그러
나, 크라센의 이론은 직접실험을 배제한 가설이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부족
하였으며, 수많은 연구자들이 (a) 구조(structure)가 교수의 영향을 받지 않
는다는 개념과 (b) 이해 가능한 입력만이 습득에 필요한 조건의 전부라는
개념에 반론을 제시하였다(Swain & Lapkin, 1998 외). 무엇보다도, 어떤 매
커니즘이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2언어 지식으로 변화시키는지는 여전히 불
확실한 문제였다. 나아가, 크라센의 이론은 학습자의 언어능력 단계인 ⅰ가
무엇이고 ⅰ+1의 기능을 하는 입력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
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한계를 보였다.

1.1.2. 이해 가능한 출력
데이비드 누난(David nunan, 1999)은, 크라셴의 이론이 지지를 받은 이유
는 단순히 ‘교사가 가르친 것을 당시의 학습자들이 충분히 습득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의 당위성에 희망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스웨인(Swain,1985)는 캐나다의 몰입 프로그램(immersion programs)을 연구
하는 과정에서 언어습득에서 학습자의 출력(output)의 중요성을 주장하였
다. 이 프로그램에서 아동들은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교과 수업(content
instruction)을 받았는데, 아동들이 영어 원어민인 경우에는 프랑스어로 수
학, 과학 등의 과목을 휴일을 제하고 하루 평균 6~7시간의 수업을 받았으
며, 따라서 상당한 양의 이해 가능한 입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들의 제2언어 발달은 이해가능 입력가설에 따르면 당연히
이루어야 할 만큼의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Swain은 Krashen의
가설을 대체하는 “이해 가능한 출력(comprehensible output)”가설을 주장
하였는데, 이는 언어를 발화하는 기회가 습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 언어 습득에서 학습자의 출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몽고메리와 아이젠슈타인(Montgomery & Einsenstein, 1985)또한 스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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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에서 목표언어로 연습할 기회를 갖는 것이 언어습
득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실험에서 통제집단(Control group)은
문법 수업만을 받았고, 실험집단(Experimental group)은 수업 이후 교실 밖
에서 목표어를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실험이 끝났을 때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은 의사소통에 대한 평
가에서 통제집단보다 좋은 수행을 받았다. 이 실험 중 이들이 주목한 결과
중 하나는 통제집단이 실험집단보다 더 많은 양의 문법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법평가에서도 훨씬 좋은 성과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목
표어 습득 및 목표어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학습자 출력이
주요한 요소라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1.1.3. 언어 습득을 위한 상호작용 가설
초기의 교실 구두 상호작용은 대체적으로 학습자들이 배운 문법적 규칙
이나 구조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일어난 것으로, 교사가 미리 계획한 방
향으로 학습자의 대답을 유도하는 차원의 것이었다. 그러나 와그너-고흐와
해치(Wagner-Gough & Hatch, 1975)는 대화적 상호작용이 ‘통사의 발달을
위한 기초를 구성한다’고 주장함으로서 이전의 ‘대화가 통사로부터 시작
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해치(1978)은 학습자는 상호작용을 통해 대화하
는 법을 익히고, 이로부터 통사적 구조가 발달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제까지
의 상호작용을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상호작용을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롱(1985)은 제2언어 습득에서 이해가능한 입력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언어습득의 과정을 충분히 촉진시킬 수 없다고 보았
다.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미협상(negotiation of meaning)을 통해
대화구조가 조정되며, 이것이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입력어의 이해가 언어
습득을 돕는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상호작용 가설을 통해 상호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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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조절된 입력어가 습득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였는데, 상호작용 가설
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확인 점검(confirmations check). 명료화 요구
(clarification request), 이해 점검(comprehension check)등을 포함하는 대화
적 조정이 입력을 이해 가능하게 만들고, 다음 단계에서 이해 가능한 입력
은 습득을 촉진시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작용에 의해 교
수자와 학습자 간의 언어 의미가 조절되고, 이는 학습자의 언어 습득을 조
장하고 촉진시킨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상호작용 가설은 입력가설과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이 외국어 습득
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입증하지 못한다. 엘리스(Ellis, 1990)도 롱의 상
호작용 가설은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 가능하게 된 입력어가 습득으로 연결
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보여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조정된 입력어는 다음과 같이 3단계 과정을 거쳐 습득에 이른다고 제안하
였다. 그는 ① 입력어의 언어학적인 자질에 대해 의식적인 관심을 기울이
고, ② 입력어에서 발견된 자질과 자신의 중간 언어 자질을 비교한 후, ③
비교 결과 형성된 새로운 가설을 장기 기억 장소에 저장하면 통합이 일어
난다고 보았다. 또한, 위와 같은 주장을 토대로 새로운 상호작용 가설을 다
음과 같이 수정한 바 있다.
가) 이해 가능한 입력어는 습득을 촉진하지만, 이해 가능한 입력은 습득
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다. 나) 소통 장애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
어나는 입력어 조정은 학습자에게 입력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언어자질을 발견해서 비교해 볼 수 있게 하므로 습득을 촉진한다. 다) 학
습자에게 최초의 발화를 조정하게 하는 상호작용이 통합 과정을 용이하게
한다.
상호작용 가설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제2언어 학습이 결국 교사를 매개로
하여 학습자에게 목표언어 지식이 전달되고, 학습자는 학습 항목을 활용하
여 교사와 상호작용함으로서 의미협상을 능동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역동적
인 상호 소통의 과정이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학습자를 단순히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인 언어 학습의 주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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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학습자가 기계적으로 학습 항목에 대해
교사가 기대하는 출력을 생산하는 대신에 끊임없이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언어를 습득한다는 점에서, 언어 학습과 수업 진행의 과정적 측
면에 의의를 부여한 것이다.

1.1.4. 교실 상호작용
교실 상호작용은 제2언어 학습자와 교사가 의사소통에 문제를 느끼고 의
미협상을 통해 제2언어 습득을 능동적으로 촉진시키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습득을 위해서는 이해 가능한 입력이 필요하며, 의사소통적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의미 협상의 과정이 교실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됨으로써 학습자
는 점진적으로 입력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교실 상호작용은 따라서 쌍방
의 정보 교환을 포함하는 언어적 의사소통으로서, 숙달되지 않은 학습자에
게 이해 부족에 관한 피드백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화를 통한 의미협상의
과정을 통해 이해 가능한 입력으로 교수언어의 형태를 조정하여 언어습득
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롱(1983)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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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롱의 교실 상호작용적 특징 및 정의
상호작용적 특징
구체화 요구

정의
이해하지 못 한 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

확인 점검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해 점검

자신이 말한 것을 상대방이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교정

자기 반복

방지

반응

교정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의 말을 반복하거나 다
른 말로 말하는 것
대화상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신의 말을 반복하
거나 다른 말로 바꿔 말하는 것
주제를 부각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말을 반복하
거나 다른 말로 바꿔 말하는 것
대화 시 생기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을
반복하거나 다른 말로 바꿔 말하는 것

타인 반복
반응

주제를 부각시키거나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말을
반복하거나 다른 말로 바꿔 말하는 것

위의 [표 9]와 같이 대화 시 상호간 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사와 학
습자는 구체화 요구, 확인 점검, 이해 점검 등을 활용하고, 자기 반복 및
타인 반복을 통해 대화 상황의 문제를 조율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교사는
다양한 요구, 반복, 점검 등을 통해 자신의 언어를 학습자 수준에서 이해
가능한 입력으로 조정하고, 학습자 또한 교사의 발화를 이해하고 내면화하
는 과정에서 자신의 출력을 점검하고 반복함으로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
생한 이해의 간극을 극복해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교실 상호작용은 목표 언어에 대해서 제한적인 통제력을 가
진 학습자와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교사가 끊임없는 의미협상 과정을 통해
목표 언어의 능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다양
한 상호작용적 언어 기제를 사용하여 의미를 협상하고, 교사는 학습자의
발화에 반응을 보이면서 학습자의 목표 언어 능력이 신장될 수 있도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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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1.2 교실 상호작용의 중요성
1.2.1. 목표언어 습득 촉진
언어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어 왔
다. 바흐찐(Bakhtin)을 비롯한 학자들은 언어가 인간의 활동을 조화롭게 이
어주고, 지식을 구성하는 기본 수단이 된다는 점을 역설함으로서 언어가
교수·학습의 중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피카와 다우티(Pica
& Doughty, 1985)는 상호작용 가설을 통해 언어는 사회적 맥락(context)안
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잘 습득된다고 보았다. 언어의 궁
극적인 목표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
와 학습자간 혹은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미협상이 이
루어지고, 의미의 이해가 증진되어 상호작용이 의사소통능력 개발에 도움
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산출을 통해 목
표언어로 의미를 생성하고, 이해 점검 및 확인 점검을 통해 자신의 언어를
자기수정하며, 교사의 언어를 모델링하여 새로운 발화를 생산한다. 이와 같
은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한국어 학습의 목표에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된
다.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교실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지식을
화용적 상황에서 가상적으로 구현하게 된다. 교사의 교수언어는 학습자에
게 문법적인 발화 모델을 제공하는 동시에 언어 환경에 존재하는 시범적
존재가 되며, 상호작용을 다양하게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 발화를 바
탕으로 학습자의 발화능력이 증진시킬 수 있고, 다양한 차원의 상호작용을
능동적으로 진행하여 제2언어에 대한 통제적 능력이 증진되므로 상호작용
그 자체는 학습자의 언어 학습의 전 차원에서 중요성을 띄게 된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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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국어 학습자가 언어적 능력을 갖추는 것은 언어 학습의 초기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된다. 이와 같은 언어 능력은 한국어의 문법에 대한 총체
적 지식을 이루는 기본이 되며,

문법적인 문장을 생성하고 이해할 수 있

게 하는 시발점이 된다.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
과 지식을 통해 응답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
식을 재구성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학습자의 발화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
을 바탕으로 학습자는 자신의 한국어 지식을 재구성하고, 지식을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교사는 학습자들의 이해도와 언어 능숙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1.2.2. 대화전략의 내면화
한국어 학습자는 다양한 의사소통의 문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실제
로 언어가 구현되는 상황은 학습자가 인지하는 언어적 능력 이상의 화용적
이고 담화적인 상황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학습자 또한 다변
적인 한국어 교실 외부 상황에서 한국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차원
이상의 의사소통 능력12)을 학습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교실 상호작용은 학습자가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
로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인데,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다양한 대화전략을 활
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 및 교사와 소통하기 위하
여 다양한 차원에서 전략을 강구하게 된다. 학습자는 자신의 발화를 상대
방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발화를 조정하고 재구하는 과
정을 거치게 되고, 이해의 거리감을 좁히면서 대화 진행을 순조롭게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언어의 지위나 사회적 역할이 대등하지 않은 비대
12) 캐널과 스웨인(1980), 바흐만(1990)에서는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조직적 능력(문법적, 담화적), 화용적 능력(기능적, 사회 언어학적), 전략적 능력, 심리·
생리적 기술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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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적인 관계의 교사와 다수의 학생들 간에서 수업 대화가 형성되기 때문
에, 서로를 존중하면서 의미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를 조절하고,
체면을 지키고, 말 순서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학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대화의 기저에 있는 대화 전략을 구현하게 되며,
사회적인 측면과 목표어 수업적인 측면의 전략적 말하기를 고민하여 사용
하게 된다. 따라서 상호작용은 학습자에게 대화 전략을 내면화시키고, 학습
자를 일방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활발한 상호작용에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
로 소통을 이끌어 나가면서 수업의 한 주체로 완성시키는 적극적인 교수·
학습 과정으로 볼 수 있다.

1.2.3. 사회언어학적 능력 함양
1960년대 촘스키(Chomsky)는 언어능력의 기준을 정의하면서 ‘동질적인
언어사회에서 그 언어를 완전무결하게 아는 이상적인 화자와 청자가 문법
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주장하였다. 이어 하임즈
(Hymes)는 ‘사회언어학적인 면에서의 지식이 강조된 의사소통 능력13)’이
라는 표현을 통해 언어능력에 대한 새로운 척도를 제시하였다(진제희,
2003). 따라서 언어를 학습한다는 차원은 점진적으로 사회언어적인 면을
포괄하게 되었고, 메릴과 스웨인(Merrill & Swain, 1985)에서는 의사소통능
력의 네 가지 하위분류를 문법적, 사회언어학적, 담화적, 전략적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사회언어학적 능력과 전략적 능력을 독립된 하나의 부분으로
부각하기 시작하였다.
언어를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는 최근의 관점에서 한국어
학습자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언어와 담화의 사회언어적 규칙을 따
13) 델 하임스(Dell Hymes, 1967)는 단순 언어적 능력 외에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라는 개념을 통해 특정 상황 및 맥락에서 인간 상호간 의미를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인간 언어능력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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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야만 그 상황의 대화 참여자로 올바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단
순히 어학적 능력 이상의, 의미는 통하지만 사회적 의미에서 적절하게 쓰
이는 것과 쓰이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학습한 한국어가 사회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 지 학습하는 것은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주요한
요소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 목표어의 어휘나 문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한국
어를 ‘말한다’는 차원이라면, 발화의 화맥, 발화의 정황(speech events),
사용역(register)에 일치하는 한국어 능력을 보일 때 우리는 한국어 학습자
가 목표어를 ‘잘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는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셀스 뮤리카와 올
스타인(Celce-Murica & Olshtain, 2001)은 사회언어학적인 요소가 성공적인
‘상호작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는데, 교실 상호작용
은 이러한 사회언어학적인 요소를 교사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주요한 장
이 된다.

1.2.4. 수업의 정의적 측면 강화
정의(affect)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감정과 느낌을 지칭하는 말이다. 인간
의 행동에서 정의적인 측면은 다양한 느낌과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
서 교실에서 상호작용을 진행하면서 정서적 용인의 비중은 매우 크다. 크
래스월, 블룸과 마시아(Krathwohl, Bloom & Masia, 1964)는 정의성의 발달
은 받아들이는 것(receiving)으로부터 시작하여 상황, 현상, 사람에 대한 의
식과 자각으로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서서 반응
(responding)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어 가치를 부여하는(valuing)과정을
넘어서 자신의 신념 체계를 조직적으로 구성(organization)하게 되고, 마침
내 가치 체계(value system)에 따라서 자신을 이해하고 특징짓기 시작한다
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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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상호작용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실 수업에서, 학습자와 교사
는 서로 소통하면서 ‘학습자 한국어 능력의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게 된다. 학습자는 이 과정에서 교사의 교수언어를 받아들이게 되고,
주변 상황, 현상, 사람들을 인지하게 되면서 다각도로 수업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또한 위와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가치
를 부여하고, 언어학습에 대한 개인의 조직적 신념 체계를 형성하게 될 것
이다.
교사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학습자의 체면을 지켜주면서도 한국어에 대
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수언어를 구현하게 될 것이며, 학습
자는 교사의 상호작용에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작용’가 같은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업은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언어 능력 증진이라는 가치를
점진적으로 추구하고, 가시적으로 실력을 증진시키면서 수업은 학습자의
수업에 대한 정의적 측면 중 한국어에 대한 긍정적 요인을 강화하게 되고,
이러한 정의적 요인의 작용에 따라 교실 상호작용은 다시 활성화되는 선순
환의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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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실 상호작용을 위한 교수언어의 중요성
2.1 교수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의 활성화
델라몬트(Delamont, 1976)은 대부분의 교실 대화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교사의 말이며 수업은 교사 중심적이며 일렬 행진적
(lockstep)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제2언어 연구에서도 제1언어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교사가 교실 대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나
왔다. 레가레타(Legarreta, 1977)는 5곳의 이중 언어 교육 유치원 교실을 플
랜더스의 관찰 도구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 전체 교실 대화 중 교사 말이
차지하는 부분이 70%에서 89%, 아동이 차지하는 부분은 11%에서 30%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인라이트(Enright, 1984)가 2곳의 이중 언어 유치원
을 연구한 결과는 이와는 다르게 교사의 말이 차지하는 부분이 42.9%에서
84.9%, 평균잡아 64.5%에 이르렀다. 또 비얄스톡, 프라흘리와 호워드
(Bialystok, Frohlich and Howard, 1978)는 캐나다의 6학년 불어 몰입학습
교실과 불어 외국어 학습 교실을 비교 관찰한 결과 몰입 학급에서는 교사
말이

68.8%,

외국어

학습

교실에서는

61.3%를

차지했다.

라미레즈

(Ramirez,1986)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말이 차지하는 부분이 평균 약 70%에
이르러 대개 교실 언어의 2/3가 교사의 발화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
다(Craig Chaudron,1988; Rod Ellis, 1994).
플랜더(Flander,1970)는 교실 학습과정의 2/3 이이 말로 채워진다는 사실
에 주목하여, 교사-학습자간의 대화가 그 목적이 분명하며, 목표어 능력 향
상을 위해서는 교실대화가 교실 밖 대화보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
다. 또한 이러한 원인 때문에 교실대화는 압축적이고 절대적이며, 그 성격
상 교사의 주도와 통제에 의해 진행된다. 반 다이크(van Dijk,1989)에서는
교사를 다양한 대화전략을 통해서 대화 진행에 필수적인 정보를 지닌 집단
권력의 소유자로 보았다.
결국 위와 같이 교사가 교실 상호작용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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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교수언어를 다양한 형태 및 전략으로 구사하여 교실상호작용을 촉진
하고 학습자들의 응답을 이끌어내어 제2언어 사용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권위를 지닌 존재가 된다. 교사의 교수언어는 학습자에게 문법적인 발화
모델을 제공하는 동시에 언어 환경에 존재하는 시범적 존재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순서를 배당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여 상호작용을 주도
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기능을 수행한다.

2.1.1. 발화 전략을 통한 교실 상호작용의 활성화
제2언어 교실에서는 학습자의 언어능력에 한계가 있어 교실 상호작용이
상당부분 교사에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교사가 자신의 발화를 통해 학습자
의 반응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교수언어를 전
략적으로 구사함으로서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교실 상호작용을 활성
화시키게 된다. 쿨렌(1997)은 손버리(Thornbury, 1996)를 인용하여 교실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교수언어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가) ‘조회용’ 질문의 사용
교사는 조회용 질문을 통해 상황이나 사건, 행동, 목표, 관계, 속성
등에 관해 문맥 속에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교사는
교실에서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이 답을 모르는 정도
를 유추할 수 있으며, 그 지점에서 진정한 의사소통이 시작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거나 답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시용’ 질문과
는 대조적이다.
나) 교사에 의한 내용의 피드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수언어를 사용하는 교사는 학습자의 말에
피드백을 줄 때, 문법이나 발음의 교정과 같이 형태에 집중하기보
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수언어를 구사하게 된다.
다) 교수언어 구사의 수정, 재구성, 휴지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고, 교수 과정에서 교수언어를 구사할 때 수
정, 휴지, 재구성을 통해 학습자들의 이해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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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습자들과의 의미협상
명료화 요구(clarification)와 반복, 학습자들이 교사의 발화 중간에
끼어들기(interrupt)를 할 기회를 제공하며, 교사 또한 그렇게 함으
로써 자유로운 의미협상을 통해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는 교사가 전략적으로 학습자의 현재 제2언어 능력 및 발달 단계를 고
려하여 언어적 입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교수언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응답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교사의 발화를 기반으로
본인의 언어형태를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교사의 발화를 전범으로 삼아 실
수에 대한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응답을 시작하여 학습한 언어형태를 활용
하여 발화할 수 있을 것이다.

2.1.2. 교수 언어 특성을 통한 교실 상호작용의 활성화
교사는 때로 언어 그 자체를 통해 교실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한
다. 이는 대체적으로 학습자에게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하기 위한 언어
의 형태·통사적 변형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로 구현된다. 제2언어 교실에
서 교실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수 언어 특성에 대한 연구를 쇼드롱(1988)
이 논한 것을 엘리스(1994:582)에서는 다음 [표 10]과 같이 재항목화, 유형
화하여 제시하였다.

[표 10] 제2언어 교실에서 교실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수 언어 특성에
대한 연구
특징

결론

말의

◎ 모어로 진행되는 수업에서 교사의 발화 시

양

간은 대략적으로 2/3정도를 차지한다.

연구자

Legaretta 1977;
Bialystok

et

a l . 1 9 7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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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irez et al.
1986

기능
의
분배

◎ 교사, 프로그램 간 편차가 있으나, 교사는
주로 설명하고 질문하고 지시하고 학습자는
이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

Shapriso

1979;

B i a l y s t o k
etal.1978;
Ramirez

다.

et

al.1986

Henzl
◎ 교사간의 편차는 있으나 대부분 제2언어

Dahl,

발화

학습자에게 말할 때는 속도를 늦추는 경향이

Wesche

속도

있다. 학습자의 외국어 구사 수준이 낮을수록

Ready

발화 속도를 더 늦춘다.

Griffiths

1973

;

1981;
and
1985

;

1990

and 1991

Downes
휴지

◎ 교사는 다른 모어 화자보다 학습자와 대화
할 때 더 길게 휴지를 둔다.

1981;

Hakansson
1986;

Wesche

and

Ready

1985
음운,

◎ 교사의 발음을 수량화하는 연구는 거의 없

Henzl

1973

억양,

었으나, 교사가 제2언어 학습자에게 발화할

and

1979;

조음,

경우에는 교수언어를 더 크고 또렷하게 말한

Downes

1981;

강세

다.

Mannon 1986

◎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어휘의 변형이 다양
하게 나타났으며, 쉬운 형태의 표본이 제공되
어휘

었으나 워시와 레디(Wesche and Ready,1985)

Henzl

변형

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이야기할 때 어휘

Mizon 1981

변형이 된다는 가설을 실험할 때 유의미한 발
견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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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 학습자의 제2언어 수준이 낮을수록 발화길
이가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지만,

통사
변형

일부 연구의 경우 발화마다 사용한 단어에는

Pica and Long

변형이 없었다고 보기도 한다.

1986;

Gaies

◎ 종속절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

1977;

Kleifgen

고 이에 반하는 연구 결과도 존재했다. 교사

1985;

Early

는 과거시제와 같은 구조를 거의 사용하지 않

1985;

Wesche

았으며, 자연 상태의 담화와 비교하여 질문보

and

Ready

다 평서문과 서술문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1985

◎ 비문법적인 교수 언어는 거의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담화

◎ 학습자들의 수준이 낮을 때 교사는 잦은

변형

반복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였다.

Hamayan
Tucker

and
1980;

Ellis 1985

위 연구들을 바탕으로, 교사는 교실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교수언어의 변형을 이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어휘 차원에서
는 일상적 어휘를 자주 사용하며, 숙어 사용을 회피하고, 대명사보다는 명
사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법의 측면에서는 짧은 길이의 발화,
간단한 문법적 구조의 발화, 현재시제의 잦은 사용이 보인다. 음운적 측면
에서는 느린 속도와 명확한 조음, 두드러진 강세, 빈번한 휴지 등을 볼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며, 교사가 학습자의 현재 언어수준
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제2언어 형태를 구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엘리스
(1994)에서는 교사의 말을 제2언어 교실에서 학습자의 이해를 촉진하고 의
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언어의 형식과 기능 등이 교사에 의해서 조정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목표가 현실
적이고 실질적인 대화 상황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때,
이러한 교수언어 형태가 학습자에게 모든 수준과 과정에서 유의미한 것으
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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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의미한 교실 상호작용을 위한 비계
2.2.1. 근접발달영역
비고츠키는 사회문화적 발달이론에서 ‘근접발달영역(ZPD)’라는 개념
을 제시하는데, 이는 학습자인 유아의 실질적 발달 단계나 수준뿐만 아니
라, 잠재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수준이나 능력까지 고려한 개념이다. 이는
원래 초기에는 심리검사를 위한 기법으로 개발되었는데, 이는 당시에 비고
츠키가 근무하고 있던 장애아동센터의 아동들의 학습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기존의 심리검사들이 이미 성취된 능력('the past')만
을 평가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적절한 조력을 받아서 예측 가능한 수행의
범주('the future')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당시까지
사용되던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수행의 지표보다 조력자와의 협력을 통해
측정한 평가 결과가 당시의 전통적인 심리검사보다 나은 평가방법이었음을
증명하였다.
비고츠키(1978:86)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ZPD를 “독
립적인 문제 해결 능력으로 결정되는 실질적 발달 수준과 성인이나 능력있
는 동료 조력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결정되는 문제해결에 대한 잠재적 수준
간의 거리를 말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실질
적 발달 단계가 유사할지라도 조력자의 도움이나 가르침 등을 통해 발휘되
는 능력에는 편차가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웰즈(Wells,
1999)는 비고츠키가 근접발달영역의 개념을 교육활동까지 확대하였다고 보
았는데, 비록 그 자신이 근접발달영역을 사용한 교수 이론을 상세화한 것
은 아니지만 조력을 위한 은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타프와 갈리모
어(Tarph & Gallimore, 1988)에서는 이러한 근접발달영역을 수행능력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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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정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이는 추상적인 개념을 교육활동에 구체
적으로 적용 가능한 형태로 설명하였으며, 이로 인해 제2언어 학습에서도
비고츠키의 이론을 적용한 구체적 교육모델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모델에 적용 가능한 근접발달영역의 수행능력 진전 과정은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라 순환적인 형태를 보이며, 총 4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유
능한 타자가 수행능력을 지원하는 단계, 학습자 혼자 수행하는 단계, 수행
이 자동화되고 고정화되는 단계, 수행의 탈 자동화가 근접발달지역으로 회
귀하여 다시 수행능력으로 돌아가는 단계이다14).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을 위의 수행능력 진전과정에
적용하면,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1단계에서 제시되는 유능한 타인은 교사로,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하는 수행능력을 시작할 때 교수언어는 학습자에게
수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근접발달영역으로
자신의 수행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하나의 수행이 탈 자동화되면 이어 더
높은 차원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2.2. 비계

14) 김신혜(20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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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계의 개념
브루너(Bruner, 1978)는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상호작용
적인 구조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경우에
도, 보육자의 적절한 교수적 요소가 동반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
해 교수자가 항상 어린아이보다 한 걸음 앞선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
공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언어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
다. 이 과정에서 한 걸음 앞선 수행능력의 지원을 비계(Scaffolding)이라는
비유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카즈덴(Cazden, 1983)은 브루너의 개념을 채택하였으나, 수직적 비계
(Vertical Scaffolding)과 순차적 비계(Sequential Scaffolding)의 개념을 구분
하였다. 수직적 비계는 조력자가 연속적인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언어능력
을 증진시킨다. 연속적인 비계는 학습자와 함께 생활 전반의 일들을 함께
진행해 나가면서 부수적으로 언어능력을 촉진시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애플비와 랭거(Applebee & Langer, 1983)에서는 교수적 비계(instructional
scaffold)를 정규 교수의 필수 요소라고 주장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학
습은 규칙의 점진적인 내재화이며, 학습이 일어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서 학습자가 점차적으로 구현 가능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수적 비계
에서는 언어 학습자가 더욱 숙련된 언어 사용자의 조력과 그의 시범보이기
(modeling)을 통해 언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학습이 촉진된
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가 사용하는 교수언어는 교수적 비계로서 교육의
중핵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 교실의 교수·학습 과정
상의 목표가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한국어 능력을 증진시키
는 것이라고 할 때, 교수언어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학습자의 발화를 지지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부가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학습자의 능력이 증진됨에 따라 학습자
가 과제를 자동적으로 기능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화할 수 있게 되면,
교수언어를 통한 비계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결국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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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한적인 한국어 교실에서 교사의 교수 언어 유형에 따라 학습자의 언
어 성장의 방향과 정도가 현저히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실 상호작
용에서 교사의 언어는 상호작용을 위한 가장 주요한 비계로 기능하게 된
다.

2) 비계의 유형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 이론을 바탕으로 우드, 브루너와 로스(1976)이
래로 많은 학자들이 제2언어 학습에서 비계 유형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
다. 그러나 우드(1976), 맥너튼과 키랜드(1990)는 이들의 유형이 과업을 해
결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제시한 유형이므로, 교사언어의 비계에 초점을
맞춰 아동의 발화를 유도하거나 확장하는 구체적인 교사의 언어적 비계 분
석틀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 스톤(Stone,1993)은 비계의 과정
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난해한 과정이라고 하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
난 비계의 측면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김수정(2010)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는 교사언어의 비계적 측
면에 대해서 구체적 분석을 위한 준거틀을 제시할 수 없음을 밝히고 교사
의 언어적 비계에 중점을 둔 분석틀을 만들기 위해 쿨렌(2002)와 로버트
(Robert)와 랭거(1991), 린치(Lynch,1996)의 비계항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
호작용 연구와 효과적인 교사의 발화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재구성하
여 제시한 바 있으며, 쿨렌(2002)에서는 교실 상호작용의 기본구조인 I-R-F
의 F-move에서 교사의 지원적(supportive) 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드
백

단계에서

➀재구성(reformulation)

➁정교화(elaboration)

➂견해

(comment) ➃반복(repetition) ➄반응(reponsiveness)등의 교사 발화 전략은
학생들의 언어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발화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연구자에 따라서 비계의 설정은 상이하지만, 비계
자체를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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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학자별 비계설정 유형
연구자

비계설정 유형

①
②
Woods 외
③
(1976)
④
⑤
⑥
Mcnaughton ①
& Leyland
②
(1990)
③
①
②
Portes &
③
Cuentas
④
(1991)
⑤
⑥
①
②
한순미
③
(1994)
④
⑤
①
②
③
James Elicker ④
(1995)
⑤
⑥
⑦
⑧

보충(recruitement)
자유정도를 감소(reduction in degree of freedom)
방향유지(direction maintenance)
중요한 특성을 표시하기(making critical features)
좌절 조절(frustration control)
시범(실연)(demonstration)
방향 유지(direction maintenance)
과제 지향(task orientation)
과제 완성(task completion)
메타인지적 안내(Metacognitive guidance),
모델링(Modeling)
피드백(feedback)
강화(reinforcement)
질문(question)
과제지향(task orientation)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문제를 정의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해결을 유도하기
쉬운 과제는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증가시키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인지전략 가르쳐 주기
공공활동 중 따뜻하게 반응하기
상보적인 동기와 목표(complementary motivations and goals)
“꼭 충분한” 도움 제공(offering 'just enough' assistance
상호신뢰와 위험 감수(mutual trust and risk-taking)
구조제공을 위한 언어사용(using language to provide structure)
주의 깊은 관찰과 피드백(careful observation and feedback)
도움철회(withdrawing assistance)
주고받기(give and take)
연습 격려(encouraging practice)

Tharp ＆
Gallimore
(1988)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범보이기(modeling)
지속적인 관리(contingent management)
피드백 주기(feeding-back)
안내하기(instructing)
질문하기(questioning)
인지적 구조화(cognitive structuring)
과제를 구조화하기(task structuring)

Berk &
Winsler
(1995)

①
②
③
④
⑤

공동의 문제해결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
따뜻함과 반응
아동을 근접발달영역에 머물게 하기
자기조절을 증진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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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hler &
Cantlon
(1997)

①
②
③
④
⑤

설명제공하기(offering explanation)
참여유도하기(Inviting student participation)
학생의 이해를 확정하고 명료화하기(Verifying and clarifying)
시범 보이기(Modeling of desired behaviors)
학생이 단서에 기여하도록 하기(Inviting student to contribute clues)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비계의 유형은 여러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관
점을 갖고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비계의 유형이 연구자의 연구 영
역 및 관점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크게 나누면
비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와, 매개체의 특징에 따른 방법에 따라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비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에는 우드, 브루
너, 로스(1976)의 비계 유형이나 맥너튼과 레이랜드의 분류가 해당되며, 매
개체의 특징에 따라서는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분류에 따라서 분류15)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하여 비계 설정의 원리와, 비계를 구성하는 요소, 교사
의 전략적 비계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2.2.3. 교수언어의 상호작용 비계
최근의 제2언어 교수이론의 연구 동향은, 언어는 규칙이나 구문을 단순
히 암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상호작
용 속에서 입력을 이해 가능하게 함으로써 언어규칙을 학습자 개인에게 내
재화되면서 배우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수언어는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가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안내하고, 유도하며,
격려하고, 촉진하여 더 나은 한국어 수준의 근접발달영역으로 견인하는 비
계의 역할을 한다.

15) 언어적 비계로는 말과 글이 해당되며, 시각적 비계로는 그림, 도표, 사진, 영상, 실물이
해당되고, 신체적 비계로는 손가락, 몸짓, 표정, 자극이 해당된다. 쓰기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계는 구조도 그리기, 마인드맵, 이야기 구술, 낙서, 메모 등을 들 수 있다
(신권식, 2000:29). 그러나 본고에서는 언어적 비계로만 한정하여 비계의 유형을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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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수업에서 교수언어가 상호작용을 위한 더욱 효율적인 비계16)로
기능하려면 다음의 여섯 가지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학습자가 학습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교수 과제가 참여하는 학습자들 각자
의 언어능력 증진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주어진 교수 과제가 학
습자에게 적절해야 한다. 이는 과제가 학습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식
과 기술에 기반하여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새로운 학
습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는 어려워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구조화된 학
습이 주어져야 한다. 이는 언어와 사고의 “자연 순서(natural sequence)”
를 바탕으로 학습의 순서가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교
사와 학습자가 제2언어 교실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이 과
정에서 주어진 과업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촉진되며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
할은 평가적이기보다는 협력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업 통제(control)
의 전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자가 새로운 규칙이나 절차를 내면화하면,
그들은 교실 상호작용에서 더욱 많은 통제력을 발휘하여 과업의 진행 과정
을 이끌어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언어적으로 성장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 교실에서는 최근 교실 상호작용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단순히 교실 상호작용이 양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한국어
습득이 유의미하게 일어나는 데는 충분치 않다. 교사의 교수언어는 단순히
학습자의 언어적·비언어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
내용적 측면을 아울러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즉, 단순하고 기계적인 학습
자 응답 표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확인점검 및 복합적이고 고차원
적인 의미협상 교환구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사의 교수언어는 비계의
역할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입력을 제공하고, 학습자가 한국어 능
력을 직·간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결국 진정한 교실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언어학습이라는 주어진 과제에
다른 상이한 이해의 관점을 보유하고 있던 교사와 학습자가 공유하는 이해
의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습자는 ‘상호주관성
16) Applebee,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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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subjectivity)17)’을 구축하게 되는데, 상호주관성은 결국 주어진 과업
을 해결하기 전에 서로 다른 맥락적 지식을 갖고 있던 두 참여자가 공유된
이해의 점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와 학습자는 수업이라는 공동활동
에 참여하여 서로의 관점을 조절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구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유된 이해를 위해 서로의 문화나 관점을 조
절하게 되고, 학습자는 교사의 교수언어를 비계로 삼아 보다 나은 제2언어
를 구현하는 준거로 삼게 되며, 교사는 학습자의 언어를 관찰하여 자신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조절하여, 학습자가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더 나은
언어형을 구현하게 지도하기 위한 근거로 삼게 된다.

2.3 상호작용적 관점에서의 교수언어의 유형 및 분류
본고에서는 대화 형식으로 전사된 교실 수업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하나의 발화순서에서 하나의 대화이동이 수행
된다고 가정한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교실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의
사소통의 기능에 따라 대화이동을 기준으로 교수언어를 다음 [표 12]와 같
이 유형화하여 분류하였다.

17) 교수자가 학습자의 현재 수준이나 관심을 파악하고, 자신의 주의를 학습자의 현재 수준
에 맞추어야 하고, 후발달자의 이해수준으로 자신의 수준을 낮추는 과정을 포함한다
(Wertsh,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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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상호작용적 관점에서의 교수언어 분류
교수언어의
대화이동(mov

교수언어의 분류

e)
설명

개념 제시, 예시, 체계화 등
반향적 질
문
수업 내용을 위한 질
문
지식적 질
문

질문

이해 점검용 질문
설명 요구용 질문
제시용 질문
조회용 질문

사회적 관계용 질문
수업 진행을 위한 질
문

절차 진행용 질문
주의 집중용 질문
긍정적 평가

평가
부정적 평가
과제 단순화
암시적 수

반응

정
수정

단서 제공
시범 보이기

명시적 수
정

언어 전환
오류 수정

강화

반복, 강조, 반복 요청, 재발화 요청 등

확장

연관 주제 도입, 추가 과제 제시, 유머와 여담 등

교사의 교수언어를 대화이동에 따라 크게 설명, 질문, 반응, 강화,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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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하였다. ‘설명’은 교사가 학습 항목 및 내용을 제시하기 위한
발화이며, 하위 분류에는 개념의 제시, 이해를 듭기 위한 예시, 체계화 등
이 있다. 유도의 기능과 반응의 기능을 겸하는 교수언어로 ‘질문’이 있
는데, 질문은 크게 수업 내용을 위한 질문과 수업 진행을 위한 질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업 내용을 위한 질문은 교실 상호작용을 위한 질문 기
능을 제시한 박선옥(2001)을 참고하여 분류 및 예시를 적용하였다. ‘반
응’은 학습자를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 및 수정의 교수언어이며,
‘강화’의 교수언어는 피드백에 대한 학습자 반응을 바탕으로 교사가 교
수항목을 입력·강화하는 차원의 언어이다.‘확장’은 학습자와의 상호작
용이 활발할 때 교사가 학습자에게 학습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도전적 과제
를 부여하고 제시하는 교수언어의 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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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 교사의 교수언어 교육의 필요성
진제희(2004)에서는 한국어 교실에서 교사와 학습자 간 대화에서 교사
지배적인 의사소통의 양상을 보였다. 모든 급에서 교사 발화가 교실 내 총
순서에서 차지한 빈도수 비율은 40%를 넘어섰으며, 평균 비율은 47.2%였
다. 제2언어 교실에서 교사가 차지하는 교사 발화량은 대략 2/3이상으로
보는 것이 앞서 1장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위와 같이 교사 발화량이 압도
적으로 발화하는 것은 지식의 일방적인 전달이라는 전통적인 수업관 및 교
사의 질문 형태 및 의사소통 유형 때문이다.
특히 교사가 구현하는 교수언어의 유형 및 성격에 따라 학습자의 상호작
용 참여가 달라졌는데, 교수언어의 유형에서는 학습항목 설명 방법, 질문
전략, 피드백 전략에 따라 학습자의 참여 정도는 달라진다. 교수언어의 성
격이 상호작용 의도를 갖고, 논리적으로 조직되며, 학습자 특수성을 갖고
교실대화에 적절하게 구현되는 경우 교실상호작용은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 교수언어가 한국어 수업에 합목적적이며, 수업
목표에 적절한 형태로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비계로 기능할 경우 학습자는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어형을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었고, 능동
적으로 수업 과정에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크라셴은 언어학습에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입력, 즉 경험을 제공
해야 한다는 입력가설을 통해 어떻게 언어습득 과정이 촉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학습자들이 이해 가능한 입력을 얻거나, 적절한
시간과 장소, 용건에 맞는 필요한 메시지를 이해함으로서 가능하다고 보았
다. 따라서 그는 학습자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의미 있게 이해시키느냐에
따라 습득이 달라진다는 이 방안에 대한 모색의 시사를 제공하였다. 정혜
영(2002)에서는 크라센의 가설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이해가능한 입력의 제
시가 언어습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가 학생에 의미가 있는 입력을
선택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와 수업기술의 가이드라인에서
‘입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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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사는 일방적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교실 상황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전문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교수언어
능력에 따라 교실 상호작용은 천차만별의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진정한 교실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일방적 지식 전달만을 하는 존재로 기능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각 순간과 국면에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정하며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하고, 시의적절하게 학습자에게 전달하며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수언어는 교사가 무엇을 어
느 수준까지 가르칠 것인지 결정하는 척도가 된다. 결국, 수업을 조정하고,
통제하며, 진행하고, 학습자를 이끄는 이와 같은 ‘이해 가능한 입력’을
위해서 한국어 교사를 위한 교사언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된다.

3.1 한국어 교사의 자질
교실 현장경험은 교사전문성18)의 주요한 구인이지만 현장 경험이 많은
교사가 반드시 수업 전문성을 갖춘 우수교사19)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사
는 수업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수업을 능
동적으로 대처해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며 앨런(Allen, 1980)및 브라운
(Brown, 2001)에서는 우수하고 유능한 언어 교사의 특성을 연구를 통해 제
시하였다. 앨런이 제시한 훌륭한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교사의
특성은 TESL(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학위를 딸 수 있는
충분한 준비, 영어에 대한 언어에 대한 사랑, 비판적 사고, 자신을 향상시
키고자 하는 지속적인 욕구, 자기 예속(self-subordination), 한 걸음 더 나

18) 교사의 전문성은 흔히 교사가 지니고 있는 지식이나 기법의 소유 여부로 표현된다. 교사 전문성을 구성하는 지식
이나 기법은 경우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교과내용, 교수방법, 학습자에 대한 지식이나 이와 관련된 행동이나
기법을 중심으로 교사 전문성을 규정하고 있다(Borich,1988; Shulman, 1987, 김민성(2010)에서 재인용). 그러나 현
대의 교사교육에서는 교수기법이나 교사 역량의 구성요소만으로 교육현장을 이해하고 교사전문성을 구성하는 것
을 넘어 교사의 ‘실천적 이해’와 교육학의 이론과 개념을 바탕으로 교육현장의 쟁점이 되는 상황, 사례, 주제
를 주요 요소로 18) 어떠한 교사를 우수교사로 선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명시된 기준은 없다. 이는 교사에 따라
서 달라지기도 하고, 미국과 같이 우수교사 인정제도를 통하여 정의되기도 하고, 수업 및 연구 대회를 통해 정의
되기도 하며, 학업 성취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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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갈 준비자세, 문화 적응성, 직업 시민권 및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감이
다. 이와 같이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을 강조한다.
브라운은 훌륭한 언어 교사의 특징을 정리하고 자가 진단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점검표를 통해 각 영역별 언어 교사
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기술적 지식, 교수 기술, 대인 기술, 개인적 자질
영역으로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다음 [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3] 훌륭한 언어 교사의 자질
훌륭한 언어 교사의 특징

기술적
인
지식

1. 영어 음성학, 문법 및 담화의 언어학적 체제를 이해한다.
2. 언어 학습과 교수의 기본적인 원리를 포괄적으로 알고 있다.
3. 영어를 말하고, 쓰고, 듣고, 읽는 데 있어 유창한 실력을 갖고 있다.
4. 경험을 통해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5. 언어와 문화간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한다.
6. 정기적인 읽기와 회의 및 워크숍 참석 등을 통해 해당 분야와 발맞
춘다.

교수기
술

7. 충분히 검토하고 정보에 근거를 둔 언어 교수 방식을 갖고 있다.
8. 상당히 다양한 기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9. 수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한다.
10. 수업이 전개되는 것을 모니터하고 효과적으로 수업 도중에 변화를
준다.
11. 학생의 언어학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인지한다.
12. 학생에게 최적의 피드백을 제공한다.
13. 교실에서 상호작용, 협조 및 팀워크를 북돋운다.
14. 적당한 수업 경영 원리를 사용한다.
15. 효과적이고 분명한 발표 기술을 사용한다.
16. 교과서, 시각, 청각 및 기계적 보조 기구를 창의적으로 사용한다.
17.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자료를 창의적으로 만든다.
18. 효과적인 시험을 만들기 위해서 상호작용적이고 내적으로 동기를
유발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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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기
술

19. 다른 문화 간 차이점을 인식하고 학생의 문화적 전통에 민감하다.
20. 사람을 좋아하고 열정, 따뜻함, 친밀감 및 적절한 유머 감각을 보여
준다.
21. 학생의 의견과 능력을 중요시한다.
22.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을 가르칠 때에도 인내심을 보인다.
23.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학생에게는 어려운 과업을 제시한다
24. 동료(동료 교사)와 조화롭고 솔직한 협조 관계를 만든다.
25. 동료와 생각, 아이디어 및 기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개인적
자질

26.
27.
28.
29.
30.

잘 정리하고 회의에 성실하게 참석하며 신뢰할 만하다.
일이 잘못될 때 융통성을 보인다.
새로운 교수 방식을 시도하는 데 있어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지속적인 직업적 성장을 위해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세운다.
높은 윤리 및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모범을 보인다.

위 [표 13]의 분류에서는 교사의 자질 중 ‘교수기술’ 및 ‘대인기술’
차원에서 ‘12. 학생에게 최적의 피드백을 제공한다’와 같이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교수언어의 반응 및 내용을 고려한 자질을 제공하였다는 점과,
‘21. 학생의 능력과 의견을 중요시한다.’와 같이 학습자의 반응을 고려하
여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는 점에서 교수언어의 주 내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3. 교실에서 상호작용, 협조, 팀워크를 북돋는
다.’와 같이 명시적으로 학생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상정하고 있으며, 이
를 바탕으로 훌륭한 언어교사의 요건에 ‘학습자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윤희원(2001)에서는 이상적인 언어 지도 교사의 자질을 다음 [표 14]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 운영, 수업 내용지식, 일관
성 있는 학습지도, 교육과정 내용의 통합적 운영, 일관성있는 학습 지도,
교육 과정의 통합적 운영,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교육전문가로서의 역
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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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이상적인 언어 지도 교사의 자질
(가) 학습자 중심의 수업 운영

● 학습자의 인지적 사회적 정의적 성장 발달의 전형적 유형을 이해한다.
● 언어 사용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성취 목표 및 수준을 이해한다
● 학생들의 배경，지식 및 흥미와 부합되는 주제，텍스트，활동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 학생들의 학습 유형 및 언어 사용 유형을 이해한다.
● 학생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학생들이 사고활동 및 언어 사용 활동을 존중한다.
● 학생들의 언어 사용 능력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을 설계한다
● 언어 생산자임과 동시에 언어 해석자인 학생 개개인의 능력 개발을 최선의 방식으로 돕기 위해 수업 방
법을 다양화한다.
● 학생들의 언어 사용 능력 발달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그것을 실제 수업에 적용할수 있다
● 학생들의 언어 사용 능력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개별 학생들의 성취도를 설명할 수 있다.

(나) 수업의 내용에 관한 지식
● 언어를 통한 이해에 관한 이론을 이해함과 아울러 그 이론의 수업에 대한 시사점을 이해한다.
● 언어를 통한 표현에 관한 이론을 이해함과 아울러 그 이론의 수업에 대한 시사점을 이해한다.
● 언어의 구조와 사용과 변화 둥에 관한 이론을 이해함과 아울러 그 이론의 수업에 대한 시사점을 이해한
다.
● 구어 텍스트와 문어 텍스트의 관습 및 규칙을 이해한다.
● 효과적인 언어의 표현 및 이해를 위한 전략을 이해한다
● 텍스트의 효과적인 해석을 위해 다양한 독해 전략을 사용한다.
● 전문적인 직무 상황에 적합한 문어 텍스트률 작성한다.
● 언어 교수 학습 이론의 수업에 대한 시사점올 기준으로 언어 교수 학습 자료의 적절성을 명가한다.
● 언어 사용의 이론， 관습， 전략 둥에 관한 지식올 기준으로 학생들의 성취 행동을 분석한다.
● 언어 사용의 이론과 실제 사이의 관계를 서명할 수 있다.
● 언어 지도에 관한 전문적 논점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다) 일관성 있는 학습 지도
● 학생들이 지적 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 즉 점진적 책임이양，자율적 학습의 점진적 조장，실제적 성
장과 잠재적 성장의 거리 조정 등을 이해한다
● 언어를 통한 표현 및 이해 능력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수업 설계 방법을 이해한다
● 효과적인 언어 지도 전략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
● 효과적인 학급 운영 방법 및 수업 운영 방법올 총체적으로 이해한다.
● 학생들의 언어 사용 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업 환경을 조성한다.
● 학생들의 언어 사용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해 나간다.
● 학습 영역에 따라 수업 전략을 적절하게 전이한다.
● 언어 지도에 있어서 학생들의 성장을 최대한으로 돕기 위한 수업의 계열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수업 요소 사이의 논리적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수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학습 지도의 질을 평가할 수 있다.

(라) 교육 과정 내용 영역의 통합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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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및 언어 사용 영역과 여타 영역들 사이의 관련성올 이해한다
● 언어 관련 교과와 다른 교과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한다.
● 언어 관련 교과의 내용들 간의 관련성과 다른 교과의 연관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수
업 전략을 이해한다
● 언어 관련 교과의 영역별 학습 지도 과정에서 주요 문제， 주제， 개념， 장르 동을 중심으로 하여 수업
을 조직한다.
● 학생들이 다른 교과 영역에서 학습한 개념이나 정보를 언어의 학습에 적용하도록 독려한다.
● 언어 관련 교육과정의 통합적 운영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언어 관련 교과의 영역들 사이의 연관성과 다른 교과의 연관성을 언제 어떻게 왜 지어야 하는지를 셜명
할 수 있다.
● 일련의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언어 관련 교과의 영역 통합 과정을 셜명할 수 있다.

(마)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 다양한 문화 집단과 연관되는 학습의 유형과 언어 사용의 유형을 이해한다.
● 교육과정 자료， 문학 작품， 비문자 매체의 적용과정에서 야기되는 문화적 문제를 이해한다.
● 수업과정에서의 문제 상황에 대한 교사의 이해 방식과 입장이 학생들의 문화적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이
해한다.
● 학생들에게 비문학적 텍스트에 표상된 문화적 관점을 식별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개인과 집단의 언어 사용 방식이 다양성. 언어 사용 맥락의 다양성 둥을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으로 인
식하도록 한다.
● 언어의 이해 방식과 사용 방식에 대한 문화적 관점의 영향을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독서 전
략 및 작문 전략을 지도한다.
● 교사 자신의 수업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학생들의 감각을 높이는 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 교실에서 학생 개인이 드러내 보이는 언어 사용 행위를 이해하기 위하여 언어 사용능력의 발달에 있어서
의 문화적 차이의 영향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 교사 자신의 학습 요령 및 언어 사용 유형， 그리고 이들 요인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
다.

(바) 교육전문가로서의 역할
● 언어 교육과 관련되는 전문 조직 및 자원에 대해 이해한다.
●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진 지역 사회 집단의 역할을 이혜한다.
● 이용 가능한 지역 사회 공동체의 자원을 이해한다
● 지역 사회의 주요 문제 및 학교 교육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요구를 이해한다.
● 동료 교사의 학습 지도 구성 요소에 대해 평가를 내힐 수 있다.
● 동료 교사에게 수업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추천이나 조언을 할 수 있다
● 학교 내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 활동에 참여한다
● 전문가 집단에 참여하여 자신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
● 학교 내의 자훤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 공통체의 자원을 적극 장려한다.
● 학교 공동체 및 지역 사회 공동체의 교육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 언어 지도에 관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이 서로 다른 수준의 전문성 개발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 언어 지도에 관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이 언어 지도 영역간의 통합적 운영 및 일관성 있는 수업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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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 전문가 집단에의 참여 활동이 자신의 지적 성장 및 전문성 개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 지역사회자원의 이용 혹은 지역사회에 대한 자신의 기여 활동이 학생들의 생활과 학습 환경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위의 분류에서 교사는 다양한 역할을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존재이
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 및 강조 하는 교사의 기능은 바로 ‘학
습자 중심의 수업 운영’이다. 이를 위해 학생과 교사는 동시에 언어 생산
자이며 수용자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언어 교사는 보편 언어의 본질을 끊
임없이 연구하는 존재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는 점은 상호
작용적 수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위 분류에서
제시된 이상적인 언어지도교사의 자질에서 드러나는 교사언어의 기능은 소
통과 상호작용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학습된 제2언어를 운용하는 주체는
교사중심에서 학습자의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학습자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 교실은 이렇듯 교실 밖에서 한국어를 운용하는 주체로 기
능할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사용을 시험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최적의 공간
이며, 이는 교실수업이 학습자 중심으로 운영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3.2 한국어 교사가 겪는 어려움
한국어 교사는 교실 상황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무엇보다
도 교사의 지식적, 사회적 배경이 날로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교사의 질문
과 발화의 방향성도 점차 다원화된다. 특히 교실대화를 주도해야 하는 교
사들이 수학한 국내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기타 유관 기관의 연수 과정이
증가하면서 교사의 전문성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사가 교수언어를 전문적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연마하
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다.
2013년 현재20)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의 학위과정은 64개 기관 86개 과정,
20) 국어기본법은 2013.3.23. 타법 개정되었다. 이는 19조 2항의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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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학위과정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은 107개 기관 117개 과정이다. 이
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어교원 양성기관(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
운영기관)의 심사 신청을 한 기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심사신청을 하지
않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을 감안하면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
정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교사가 교실 상호작용을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의 비중도 크지 않을뿐더러, 수업이 있다고 해도 얼마나 실효성
이 있게 운영되는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
의 보급 등)에 근거한다. 국어기본법 제 19조 1항에서 국가는 국어를 배우
고자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외동포를 위하여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 19조 2항과 3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어기본법 시행령」과 「국어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한국
어교원 자격 부여와 검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4조는 ‘한국어교원’을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하여 필수이수학점 및 시간(45학점)을 충족한 후 학사 이상의 학
위를 취득하거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하여 필수이수학
점 및 시간(21학점)을 충족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대학원에
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필수이수학점 및 시간
(18학점)을 충족한 후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비학위과정 운영기관
에서 필수이수시간(120시간)을 수료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
하여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문
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험 종류, 시험의 유효기간 및 급수를 정하여 고시
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더해진다. 따라서 현재 학
을 개정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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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과정이나 비학위과정을 통해서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
통적으로 시행령 제13조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
수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른 대학(원) 및 비학위과정에서 충족해야
할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시간과 과목 예시는 다음 [표 15]와 같다.21)

[표 15]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시간
대학의
영역

영역별

과목 예시

필수이수학
점

대학원의

한국어 교원

영역별

양성과정

필수이수 학점

필수이수 시간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1. 한국어학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6학

3학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점

점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3~4학점
6학

3학

점

점

24학

9학

점

점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6학

3학

전통문화현장실습,

점

점

3학

3학

점
45학

점
21학

점

점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30시간

12시간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한국어이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9~10학점

46시간

2~3학점

12시간

2~3학점

20시간

18학점

120시간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4. 한국문화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5. 한국어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합계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에는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21) 국립국어원(201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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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세부 심사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5개의 영역별
과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1영역의 한국어학의
경우에는 한국어의 음운, 문법, 어휘, 의미, 어문규범 등의 내용을 다룰 것,
2영역의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의 경우에는 일반 언어의 보편적인 구조
와 특징 등을 가르칠 것, 3영역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의 경우에는
교수법 전반 또는 한국어의 음운, 문법 등에 대한 교육 방법을 내용으로
할 것, 4영역의 한국문화의 경우에는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의 역사, 철
학, 정치, 경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 그리고 5영역의 한국어교육
실습의 경우에는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과목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은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분리하여 계산하며, 양성과정의 경우에 50분을, 원격교육의 경
우에 25분을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1시간 단위로 한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전체 양성과정에서 한국어교사가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수강해야
하는 실습과정은 단 3학점의 20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크게 두 차원
에서의 문제를 야기한다. 각 학교의 교과 과정별로 이를 강의 참관으로 대
체할 수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이를 강의 녹화 영상으로 대체하거나 원
격 강의의 경우 녹화강의로 대체하는 등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수
업 현장을 체험하는 대신 2차적 자료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교사는 학생들과 직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 대신 타인의 상호작용
을 간접적으로 추체험하게 되며, 이는 실제 강의 현장과의 괴리를 의미하
기도 한다. 20시간을 온전히 한국어 실습 강의 형태로 진행한다고 해도 타
외국어교육 교사자격과 비교하여 20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실질 운영 과정에도 한국어 교사가 교실 상호작용을 통해 교수언어의 구
현 제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2011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의참관 및 실습에 대한 대학 학위과정의 운영에서
는 강의실습이나 모의실습은 동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하거나 더 나은
경우 교내 외국인을 일회적으로 모집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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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후에는 교수의 평가와 동료 학생들과의 토론으로 정리를 하는 바가
대다수였다. 강의실습을 동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할 경우 실제 제2언
어 학습자가 교수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느끼는
데 한계가 있으며, 외국인을 일회적으로 모집하여 하는 한국어 수업은 학
습자와 교수자의 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교실 상호작용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교실 상황에서 제2언어를 교수할 때 우호적인 교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행 과정에 따라 한국어 수업
을 위해 일회적으로 모집된 학생들은 교실 상황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낯선 동료 학습자들과 낯선 교수자에게 자신의 언어
실력을 노출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상호작
용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회적으로 모집하는 한국어 학
습자들의 실력 변인을 조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사는 어떠한 학습자에게 초
점을 맞추어서 강의를 지도해야 하며, 모델로 삼을 만한 전범이 되는 수업
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호작용의 형태로 어떻게 학생을 지
도해야 하는지 막연한 감정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3.3 한국어 교사를 위한 교수언어 교육의 의의
셜만(Shulman,1986)은 교사의 지식은 교수와 학습에 관한 지식으로, 이를
교수지식(pedagogical kmnowledge)이라고 보았다. 교수 지식은 교사가 적절
한 교수행위22)를 하고자 할 때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교사의 축적된 지식23)
으로서 교사의 수업 행위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정대현
(2010)에서는 우수교사의 수업 인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수교사는

22) 교수 행위란, 외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교사의 수업 행위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되는
것에는 피드백 제공하기, 학습자의 지식 확인하기, 주의력 집중시키기, 협동 유도하기
등이 있다. (Feinman - Nemser&Flodden, 1986)
23) 교수 목적, 교수 절차, 교수 전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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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성을 중시하면서도 의사소통을 동시에 강조하는 언어 경영방식 및 교
수지식의 패턴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수업 우수교사에게
교수언어에 대한 일관된 형태의 지식이 존재한다면, 이를 추출하여 교수언
어의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제희(2002), 박선옥(2003), 한상미(2006)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상호작
용적 교육이 중시되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교육이나 훈련의 부
재로 인해서 한국어 교실 상호작용의 형태가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 발화
일변도로 진행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교사의 주도 하
에 수업 전체를 학습자의 상황이나 수업 상황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의도
된 발화로 구성하여 학습자에게 목표어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것은 학습자의 목표어 실력 향상을 지향하는 제2언어 수업에서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예비교사의 경우 교사발화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의 발화에 대한 인식도 부재하는 경우가 많
아 수업 진행의 미숙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사발화의 차원에서 단순히
억양이나 강조, 발화속도를 학습자의 차원에 맞게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궁극적으로 자연스러운 대화상황을 상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 차원에 머
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교사의 경우 긴 시간을 단위로 수업을 기획한
경험이 적어 수업 전체를 긴 시간의 흐름으로 보고 기획하기 보다는, 각
수업의 연계를 기획하기 바쁜 경우가 많은 것이다.
교사언어는 학습자들이 전범으로 삼아 모델링하는 대상으로, 교사에 의
해 제시된 언어형 및 수업에 대한 인상은 학습자들이 해당 언어에 대한 지
식 및 태도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질문이나 수업발화 하나
하나가 사전 계획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전체적인 수업 맥락에서
수업 경험이 부족한 교사는 수업에 대한 지향점이나 교수철학, 교수전략
등을 충분히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계획하더라도 예상된 경험과
다른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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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교사의 수업전문성 증진 차원
한국어 교사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해야 하는 바는 단순히 한국어 교사로
서의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만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서 한
국어 수업을 운영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은 지식으로 전수되
거나 양성기관에서의 훈련만으로 쉽게 성취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수
업전문성은 교사로서 수업을 실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쌓여
가는 경험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교사교사의 수업 노하우 및
교수언어는 교사들에게 좋은 전범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경험 또는
교사가 쌓인다고 해서 이것이 곧 수업 전문성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아니
다. 수업 실행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없는 경험의 축적은 단순한 습관이
될 뿐이다(Korthagen,2001).
교사가 반성을 통해 전문성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교사는 자신의 경험
이나 반성적 성찰 자체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숙련된 경험자의 교수언어를 바탕으로 교수언어를 학습하는 것은 수업 전
문성과 관련해서 이러한 성찰을 확신을 가지고 구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교직 입문기에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교수언어에 대
한 긍정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교수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 또한 체계적인
반성 없이 시행착오를 통해 자의적인 수업관과 교수방식에 대한 믿음으로
교수언어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3.2. 교실 상호작용 활성화 차원
김지현(2000)에서는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교육을 위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인간의 삶 안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견인차와 같은 역
할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았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어 교육’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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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가능하며, 교사는 풍요로운 교육어를 구사함으로써 교육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교사가 비계를 활용하여 제2언어를 효율적으로 교수한다는
것은, 교사언어가 적절한 비계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근접발달
영역 내에서 의사소통능력을 꾸준히 촉진하며, 새로운 차원의 근접발달영
역에 도달했을 때 다시 적절한 비계를 제공함으로써 꾸준히 학생의 제2언
어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한국어교사의 언어는 이
와 같이 한국어 수업에서 중핵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적절한 교육어(敎
育語)를 반드시 교육해야 하며, 비계활동은 한국어교실의 상호작용을 촉진
하는 교육어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한국어교실의 교육어를 제대로 구사하
는 것은 필수적이며, 제2언어 교수법에서도 교사와 학습자의 교실상호작용
에 대한 연구 및 교사언어에 대한 연구가 다층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존슨(Johnson,1995), 시드하우스(Seedhouse,1996), 반리어(Banlier,1988), 스
티브 월시(Steve Walsh,2002)는 교실을 단순한 지식의 습득의 장이 아닌 교
사와 학습자와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관련성을 갖는 맥락으로 간주
한다. 김재욱(2007)에서는 전체 48분 54초간의 한국어 수업에서 교사 발화
가 32분 2초간 진행되며, 65.6%의 발화량을 보였으며, 휴지, 활동 전후 준
비/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순수한 학생 발화량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절대적인 교사의 발화량은 제2언어 교실에서
학생이 언어를 습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학생참여를 제
한적으로 한정하게 된다.
제2언어 교실 수업에서 학습자는 교사와 동료 학습자들과의 언어 그리고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화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교실 수업 과정에
서 교사에 의해 전달되는 언어적 입력은 학습자의 모어와 다른 목표어에
대한 언어 지식과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소통의 장애를 겪게 된다. 이
때 학습자는 교사나, 자신보다 높은 언어 능력을 가지는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된 맥락을 바탕으로 의미협상을 하게 되고, 학습자는
의미교섭 과정을 통해 초기 발화 형태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발화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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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의미교섭 과정을 통해 내재된 지식을 이끌어
내고 심화된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업언어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교사발화의 영향력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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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교실 변인에 따른 교수언어 분석

1. 교사 경력에 따른 교수언어
교사의 경력은 교사전문성의 핵심 요소이자, 교수 언어가 형성되는 주요
구인이다. 교사가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며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 형성한 교수언어의 요소는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교사 자신의 경
험적 자산이자, 학습자 수준에 대한 이해가 축적된 그 자체이기도 하다. 교
수언어는 교사의 경력에 따라서 그 구현 유형 및 세부 전략이 아래와 같이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절에서는, 초급 문법 및 어휘 제시 수
업을 대상으로 교사 경력에 따라 교수언어가 보이는 내용상의 특징을 보고
자 한다.

1.1 고경력 교사
1.1.1. 설명
‘설명’은 학습항목에 쓰인 어휘나 표현, 문법 항목과 같은 학습 내용
을 학습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교사 시작 대화이동의 한 유형이다. 한국
어 교실에서 설명은 한국어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하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다. 교사가 교수언어를 통해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 학습자는 교사의 발화는 물론이고 교수항목 전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고경력 교사는 의미를 전달하고 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수경험을 바탕으로 나름의 교수언어 전략을 지니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교수언어 전략을 기반으로 학습자와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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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화된 제시
설명은 대체로 교사가 메타 차원에서 환언적 제언을 통해 목표언어이자
대상어가 되는 한국어 자체를 설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환언적 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상호작용 양상은 크게 달
라진다. 고경력교사의 경우 이미 조직화된 설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명을
학습자에게 더 효율적으로 이해가능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단계적이며, 조
직적이고, 구조적인 환언을 제시한다.

[자료 1]
121 T

: 네, 그 다음은 금강산도 식후경. 금강산 뭐에
요?

122 S@

: 금강산.....? 금강산 .............?

123 T

: 금강산은 어디에 있어요?

124 S2

: 금강산........

125 T

: 금강산........ 금강산은 북한에 있어요. 금강산
은 북한에 있는 산인데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식후경은 뭐에요↗? 식은 먹는다는 거야. 후.
나중에 나중에 구경한다는 뜻이에요. 후가 나
중에. 경이 구경. 다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불
러야 다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에요.
◀ 단계적 제시를 통해 사전적 의미에 대한 구조화된 설명 제공

126 S3

: 식후경......... 뭐에요?

127 T

: 먹은 다음에 구경이라는 얘기에요. 아무리 아
름다워도 배가 고프면 다 싫어요.
◀ 단계적 제시를 통해 관용적 의미에 대한 설명 제공

[자료 1]의 교실에서는 관용어 ‘금강산도 식후경’의 의미를 교수하고
있다. 교사는 순서 125의 교수언어를 통해 단계적으로 금강산도 식후경의
의미를 하나하나 나누어 제시함으로서 학습자의 이해를 촉진하는 모습을
보인다. 관용어구의 경우 사전적 의미에서 실제 화용적 의미를 도출해야
하고, 쓰이는 표현이 한국어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제
시할 경우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입력으로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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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교사는 교수언어를 통해 사전적 의미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나서 관용적 의미는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2) 교수경험에 기반한 예시
고경력 교사는 학습항목 교수 과정에서 다양한 예시를 시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중 학습자 이해도나 공감도가 높았던 예시를 선택적으로 적
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전형적인 예를 중심으로 예

시를 제시하고, 적절한 예시와 부적절한 예시를 함께 제시하여 설명한 내
용을 학습자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교수언어를 설계하였다.
[자료 2]
90 T

: 대-:: 청소 다: 청소해요. 봄이 되면 다 청
소하죠. 대청소. great big. 대청소 다 끝나
가요↗? 끝났어요↗? 거의 끝나가요.
◀ 적절한 예시 제공
아직 안끝났어요. 거의 끝나가요. 아직 하고
있어요. 네 다 끝났어요. 이제 안해요. 다 끝
나왔어요? 끝나다라는 동사가 완료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요. 끝나오고 있어요는 안돼요.
끝나면

끝난거에요.

끝나오고

있어요는

좀

이상해요.
◀ 부적절한 예시 제공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끝나왔어요
는 안쓰고요 끝났어요. 근데 이건 가요를 써
요. 끝나가다. 끝나면 끝난거에요 끝나 이만
큼 끝나고 안돼요. 모두 끝나는 거지. 그래
서 끝나오다가 안돼요. 죽는거에요. 죽어오
다도 안돼요.
◀ 부적절한 예시 추가 제공

[자료 2]의 교실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설명 발화를 총 세 단계로 구성하
였는데, 먼저 첫 단계에서는 대청소가 ‘끝나가다’라는 예시를 통해서 시
제의 개념을 교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동사는 특성상 완료의 의미를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오고 있다.’의 문형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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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서는 부적절한 예시인 ‘끝나오고 있다.’를 제시하고 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부적절한 예시‘죽어오
다’를 제시하여 ‘~오고 있다’의 문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해당 어형에 대해 적절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3) 학습자 오류 사전 제시
교실 상황에서 학습자는 다양한 오류를 생성한다. 발화하는 오류의 종류
만큼이나 교사의 적절한 처치도 다양하다. 문법 및 어휘 항목을 교수·학
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다양한 오류를 생산하였는데, 경력교사는 학습
자가 오류를 발화하기 전에 본인의 교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오류를
발화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미리 제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습자는 이
와 같은 교수언어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발화에 대한 사전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

[자료 3]
148 T

: 어~:: 시드니에요. 어, 시드니. 자 이거 먼
저 보세요. 실수 많이 하는 부분.
◀ 학습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언급
‘ㄹ’verb는 ‘ㄹ’이 없어지고 모두 ‘ㄴ’이 되
요. 긴 바지, 만든 음식, 이렇게 되거든요?
긴 바지에는 받침 없어져요. 얇은 가디건
이렇게 되고 시원하다 옷? 시원한 옷.우리
이것만 한번 해볼까요? 벤자민씨 이거 어
떻게 말해요? 길다 바지
◀ 오류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한 설명 및 예시 제공

149 S13

: 긴 바지

[자료 3]에서 경력교사는 순서 148에서 학습자들이 오류를 발화할 가능
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주의 집중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ㄹ verb’의
활용에 대해서 교수하면서, 학습자가 오류를 발화할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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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예시와 활용을 사전 설명으로 제시함으로서 학습자가 오류를 발화하
는 것을 미리 방지한다.

1.1.2. 질문
1) 학습자 문화권 관련 질문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한국어 교실에서 학습자는 해당 모어의 전문가이자,
자기 모국의 문화권에 대한 성숙한 인식을 갖춘 성인이다. 경력교사는 학
습자의 수업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학습자의 심리적 불안
감이라는 것을 숙지하고, 학습자가 교사보다 지식적 우위에 서게 되는 문
화권 및 모어에 관련된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수언
어 질문 유형을 구사하였다.

[자료 4]
81 T

: 미래겠죠. 그쵸. 아직 안 일어난 일이니까.
이거 확실히 알겠어요, OO씨? 나중에 물어보
면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12월 25일?

82 S1

: 12월 25일 무슨 날....... 크리스마스.

83 S2

:

→

크리스마스죠,

성탄절.
84 T

: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는 사람 누구죠? 선물
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있
죠.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을 꼭 줘요? 꼭 주는
건 아니에요?

85 S3

: 꼭 주는 건......선물을 꼭 주는 건 아니에요.

86 T

: 아 아랍에서도 크리스마스 기념? 해요? 쉬어
요 ↗? 아랍에미리트?
◀ 학습자 문화권에 대한 질문

87 S4

: 아랍에미리트......크리스마스 꼭...... 꼭 반드
시↗?? 쉬는 건......쉬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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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 4]의 예시에서 교사는 문형 ‘반드시/꼭 –인 것은 아니다’라
는 문장을 학습하기 위한 과정에서 교사는 순서 81에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의 예를 들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위 교실 학습자 문화
권에서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다. 이어 순서 82, 83에서 학습자들은
교사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인다. 순서 84에서는 교사가
위 예시를 전개시키면서 순서 85에서 학습자가 목표 교수항목을 발화할 수
있는 비계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인다.
교사는 순서 86에서 학습자의 국적 및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질문을 제공한다. 동일한 기념일이라도 학습자 문화권별로 다양한 방식
으로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과 학습자의 문화권 및 국적에 대한 이해가 교
사에게 선결되었기 때문에 예시를 비계로 교실 상호작용을 촉진시킨 예로
볼 수 있다. 이는 해당 교실에 다양한 문화권의 학습자들이 참여하는 교실
상황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순서 87에서는 순서 86의 교사 발화를 바
탕으로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문형연습을 통해 유의미한 한국어 출력을 생
산하고 있다.

2) 학습자간 소통촉진을 위한 사회관계용 질문
한국어 학습의 주요 활동 중 하나로 자주 활용되는 것이 짝활동이다. 학
습자 수준을 막론하고 이와 같은 협동학습은 다양한 한국어 연습활동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문화권 및 학습자 연령 구성이 천차만별인 한국어 교실
에서 낯선 학습자들 간에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짝활동이 진행될
경우 상호작용이 단조롭고 기계적으로 진행된다. 경력교사는 이러한 상황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개인정보 및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상호 이해를 높이는 교수언어 질문을 구사하였다.

[자료 5]
90 T

: 마음에 안 들어~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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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것.
91 S2

: ****** (4.22) (작은 소리로) ......불평하다.

92 T

: 만족하지 못할 때. 그 때 막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나~

왜이래~

친구한테

전화해서

말하는

것? ○○씨, 지금 ●●씨 어디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질문
93 S@> S@

: (서로 질문)
◀ 학습자간 상호작용

94 S2

: 불평하다.

95 T

: 또, 모르는 단어 있을까요? 예상. 예상하다는

뭐죠?
96 S2

: ......추측하다?

97 T

: 추측하다 맞고,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건지. 어
떻게 될까? 미리 생각하는가. 예상하다. 내일
날씨, 내일 눈이 올까 생각하는 것도 예상하는
거죠? 내일 비가 올까 하는 것도 예상하는 거
죠? 아직 안 일어난 일을 미리 생각하는 거.

98 S5

: 이거 어디 하는......거야?

(옆 학생에게 묻는

다)
◀ 학습자간 상호작용 활성화

위 [자료 5]의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수업 상호작용에 대한 의지가
명확한 교사로, 면담에서 되도록 수업의 모든 과정에서 학습자 응답을 바
탕으로 수업을 구성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순서 92에
서 교사발화를 통해서 상호작용이 촉진되는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차원의 교실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때문에 수업 과정에서 학습
자간, 교사-학습자간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
았는데, [자료 5]의 순서 93과 순서 98에서는 학습자간 질문을 통한 교실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수언어를 통해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
위기가 조성되었다다.

3) 교과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제시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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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Kennedy,1990:4)에서는 ‘예상 가능한 일상성’의 개념을 주장하
면서, 경력 교사가 교실 활동의 흐름의 방향을 쉽게 예상하고 사건을 해석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정대현(2009)에서는 경력교사는 달라도, 경력교사
가 교실을 이끌어 나가는 구성(texture)은 비슷하였다고 보았다(Doyle,
1979; Calderhead, 1983; Johnson, 1992a; Clarke, 1983). 경력교사의 경우 일
정 기간이 지나면 동일한 급수의 한국어 수업을 반복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교실 경험이 누적되면서 경력교사는 학습자 수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게
된다. 결국 교실에서 일어나는 질문에 대한 응답 및 상호작용 양상의 전체
가 교사에게 예측 가능한 형태로 구성된다. 실질적으로 한국어 교실 상호
작용은 학습자 변인이나 교실 상황에 따라 역동적이고 다변적으로 진행되
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경력교사의 상호작용은 교실이나 학습자 변인
에 관계없이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용 질문을 연쇄적으로 제시하는 일
원화된 진행의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경우 학습자가 의문점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도입하거나 재도입하기 어렵게 되고, 상호작용에서 수동적인
대상으로 남게 된다.

[자료 6]
124 T

: 여기에 이메일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누가

125 SS

: ......마사코

126 T

: 누가 무엇을 썼어요?

127 S3,S4,S5

: 마사코가...... 이메일을...... 썼어요.

128 T

: 맞아요 마사코가 이메일을 썼어요. 맞아요?

이메일을 썼어요?

129 SS

: 네

130 T

: 그렇죠? 누구에게 마사코씨가 누구에게 이메

131 SS

: 신수진....

일을 썼어요?

[자료 7]
222 T

: 여기에 이메일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낸
사람 누가 이메일을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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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S8

: 어... 수진... 아니 마사코

224 T

: 누가 무엇을 썼어요?

225 S@

: 마사코가...... 이메일.

226 T

: 네. 마사코가 썼어요. 맞아요?

227 SS

: .................

228 T

: 그렇죠? 마사코씨가 누구한테 이메일을 썼어
요?

229 S7

: 수진한테

위 [자료 6]에서 교사는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준 이후, 제시용 질문을
바탕으로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점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
료 6]에서 구현된 질문은 어느 학습자가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거의 동일한
양상의 내용점검 질문으로 교사가 유도한 흐름대로의 일원적 상호작용만이
가능하다. [자료 7]은 동일교사가 다른 학급을 대상으로 동일 차시를 교수
한 녹음 내용인데, 다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일한 차시를 교수할 때
도 거의 동일한 교수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력교사는 자신의
교수언어가 고착화되어, 일원화된 상호작용을 전개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는 교수언어의 유창성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학습자 변인을 적극
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3. 반응
1) 내용 중심의 암시적 수정
경력교사는 학습자의 응답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명시적이고 즉각적
으로 수정하기 보다는 암시적이고 자기점검이 가능한 방향으로 수정하였
다. 또한 형태적 수정을 제공하기보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자 오류를
수정하였는데, 이는 형태에 오류가 있더라도 학습자 수준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자 발화의 의미를 이미 이해하였으므로 의미협상을
통한 상호작용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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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8]
344 T

: 마지막↗, 마지막 꺼는, 여러분, 기
상 상태. 뒤에서 단어를 모르는 학생이 있었는
데. 기상 상태. 무슨 뜻이죠?

345 S3

: 어 일어나...서.

346 T

: 그럼 다시 쪼개볼게요. 기상, 상태.
상태는 여러분 아는 뜻이죠? 상황. 기상은? 기
상 뜻 되게 많은데, 어떤 걸까요?
◀ 내용 중심으로 상호작용 지속

347 S3

: 여기는, 여기서는 날씨.

348 T

: 여기서는 날씨? 다른 기상은 뭐에
요?
◀ 암시적 내용 수정

349 S@

: .....어↗.....뭐지........ 아침에 일어나다 하는
걸 기상하다.

350 T

: 아침에 일어나는 걸 기상하다. 아침에 일어나
는 거. 또 다른 기상은, 여기서 말하는 기상은?
◀ 암시적 내용 수정 반복

351 SS

: ****(웅얼거린다) 날씨....? 날씨...

352 T

:

날씨죠. 날씨. 날씨가 좋은지, 날씨가 나쁜

지, 비가 오는지, 번개가 치는지, 눈이 오는지.

위의 [자료 8]에서는 4음절 단위의 새로 제시된 단어들이 많아 학습자
들이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학습자와 교사간의
의미협상을 통해 해당 어휘의 의미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학습자가 ‘기
상 상태’라는 어휘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자, 교사는 학습자와의 상호작
용을 통해서 응답이나 입력을 수정하여 제시함으로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교실 상호작용에 참여하여 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위의 순서 344에서 교사는 학습자가 모르는 어휘를 수업과정에서 기억해
두었다가 수업의 마지막에서 확인 점검을 통한 질문을 구현하였다. 순서
345에서 학습자의 응답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순서 346에서 복합어를 어근
으로 구분하여 제기하고 있는데, 순서 347에서 학습자의 응답을 통해서 상
호작용이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순서 35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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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학습자가 혼동할 만한 개념을 사전에 질문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지
속적으로 교실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2) 학습자 응답의 구체적 평가
경력교사는 학습자 응답을 단순히 칭찬하는 발화만을 구사하는 것이 아
니라, 구체적이고 내용에 기반하여 평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많은 한국어
교실에서 ‘괜찮아요’나 ‘좋아요’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단순한 칭찬을
구사한 반면, 아래 예시에서 해당 교사는 구체적으로 학습자와 학습자의
발화를 지정해서 어떤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지에 대해서 설명하
고 있다. 이는 교사의 교수언어가 곧 학습자 응답을 위한 시범형으로 기능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괜찮아요’나 ‘좋아요’보다는, 동일한 평가라도
학습자의 발화를 배경으로 평가하는 경우, 교사의 교수언어가 학습자의 상
호작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게 된다.
많은 한국어 교실에서 ‘괜찮아요’나 ‘좋아요’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단순한 칭찬을 구사한 반면, 아래 예시의 [자료 9]에서 경력 교사는 구체적
으로 학습자와 학습자의 발화를 지정해서 어떤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화는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게 된다.

[자료 9]
12 S3

: 한국에서?

13 T

: 저녁에 뭘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렇
게 먹는게 힘들어요?

14 S@

: 집에서....... 음식을 해 먹어요?

15 S2

: 네.....

16 T

: 요리 잘하는 여자를 만나야겠다 (웃음) 그래
야 밥을 잘해주지

17 S2

: 밥 잘해요..... 다른거 걱정

18 T

: 무슨 걱정?

19 S2

: 한국어 잘할 수 있을 지 걱정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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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T

: 잘하는데요? 우리반 학생들은 특히 발음이 나
쁘지 않아요 발음이 좋다는 말을 할 수는 없어
요 아직 3급이라서 그런데 발음이 나쁜 학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발음 잘 하면
되거든요
◀ 구체적으로 제시된 긍정적 평가

위의 [자료 9]에서 제시된 교실대화는 학습자가 자신의 걱정거리를 말하
는 상황인데, 교사는 순서 19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서
걱정하자 순서 20에서 구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제시함으로서 학습자를
격려하고 상호작용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력교사는 상호작용의 긍정적 평가 유형을 구사하여 수업 내내 학습자와
의 상호작용이 활성화되었으며, 학습자가 발화하는 양이나 빈도도 점진적
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위의 교실은 수업 과정에서 가장 교실 상호작용이 활성화 되었던 교실인
데, 이 수업에서 학습자와 교사는 활발한 의미 협상을 통해 수업을 진행해
나갔다. 해당 교실의 교사는 학습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제공할 때 다른
교사와 차별화되는 긍정적 평가의 교수언어를 구사하였는데, 교사의 긍정
적 평가가 반드시 구체적 학생이나 발화에 대해서 구현되었다는 점이다.

1.1.4. 강화
1) 구체적인 원칙에 따른 학습항목 강조
경력교사는 본인의 교수 원칙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학습자에게 강화
의 입력을 제공할 때 본인의 교수 원칙을 바탕으로 교수 언어를 구사하였
다. 이는 활동을 지도하고 학습항목을 강조하는 지시적인 강조로 이루어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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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0]
88 T

: 어..... / 더불어— // 더불어 살다//

89 SS

: 더불어 살다

90 T

: 같이 살다.에요 동사— 앞에 붙여서 말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더불어 만들다. 같이 만들
다. 더불어 보다. 같이 보다. 더불어 먹다. 같
이 먹다. 또—뭐 있을까.

91 S@

: ......더불어— 가다

92 S1

: 더불어...... 놀다?.

93 S3

: 더불어↗ 울다?

94 T

: 맞아요. 다 괜찮아요. 좋아요.

95 S@

:

96 T

: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잘 알아두면 우리가 많

→더불어?
은 표현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이제 말하기를 멋있게 할 수가 있
습니다.

◀ 교수원칙에 따른 학습항목 강조

위 [자료 10]에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어휘 ‘더불다’항목을 교수하면서
동사와 어울려 쓰이는 쓰임을 맥락을 통해 교수하고 있다. 교사가 [자료
10]의 순서 90에서 제시한 다양한 예시를 비계로 순서 91, 92, 93에서 학습
자는 ‘더불어’를 활용한 다양한 어형을 생성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교
사는 순서 96에서 위 교수항목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말하기에서 쓰일
수 있는 표현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교사와 교수원
칙을 공유하게 되고, 교사는 교수언어를 통해 학습자에게 구체적 기준 및
정도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였다.

2) 반복 요청을 통한 학습자 참여 독려
새로 배운 학습항목에 대해서 교수언어를 통해 반복하는 것은 학습자에
게 입력을 강화하고, 학습자는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학습항목에 대한 불
안감을 줄여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게 되어 상호작용이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경력교사는 교수언어를 통해 학습자 참여를 독려하고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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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반복 요청을 수행하게 된다. 아래 예시에서는 교
사의 반복 교수언어를 통해 학습자가 상호작용에 응답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응답을 점검하면서 교사와 상호작용을 촉진하게 된다.

[자료 11]
58 T

: 네, 노력 봉사는 아까 이거예요, /몸/. 몸으로
하는 것. 해비타트 같이 집을 만들 수도 있고,
기름, 거기 가서 이거 할 수도 있고, 또, /몸
으로/,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가서 청소를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
들 목욕, 목욕 시켜주는 것도 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은 이런 것도 봤어요. 눈이 안 보이
는 사람들 있죠.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
↗ 이렇게 막 다니고 그래. 그럼 그 사람들하
고 같이 산책해주고 그래요. 공원. 그 사람들
은 밖에 잘 못 나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
고 같이 손잡고 공원에서 이렇게 같이 산책도
해주고, 휠체어, 휠체어 이렇게 밀고 산책하
는, 이런 것들이 다 노력 봉사. 몸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봉사활동. 여러 가지 종류의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단어는 몇
번 말해야 하죠?

◀ 교수원칙의 명시적 언급
59 S@

: 세 번

60 T

: 어려운 단어는 꼭 다섯 번 말해야 기억나요.
자주 말로 해야해요.

◀ 교수원칙의 명시적 언급
다시 한 번 따라서 세 번 읽읍시다. 기부하다

◀ 교수원칙의 지시적 강조

위의 [자료 11]에서 경력교사는 교수언어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발화를
반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교사가 교수 언어로 반복 요청을 하는 것은
수업 과정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유형인데, 이를 통해서 교수한 항목을 재
확인하고 입력을 단순 강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순서 58의 교사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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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단어는 몇 번 말해야 하죠?’라는 교수언어를 통해 자신의 교수 원칙
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순서 60에서 자신의 교수원
칙을 언급하면서, 학습자에게 학습 지침을 강조하고 반복 발화를 독려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가 ‘반복’하는 교수언어를 사용할 때, 학습자는 상호작
용에 참여하는 부담이 가장 적으며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반복을 통해 해당
학습항목의 쓰임을 능동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1.1.5. 확장
1) 유머를 통한 정의적 요소 강화
신명희(2002)에서는 교사가 교수언어로 언급하고 가르치는 내용 그 자체
보다는 교사와 학습자가 공동으로 형성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지음에
따라 상호작용이 활성화된다고 보았다. 사실상, 유머를 비롯한 학습자 정의
적 요소는 교실 내의 교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 풍부한 경력 및 교
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학습자와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된 교
사는 수업 진행에서 유머의 교수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였다. 경력 교사의
유머는 교실 상황에서 학습자와 교사간의 상호주관성을 바탕으로 형성된
공동 이해의 장을 바탕으로 하며, 상황 및 맥락에 적절하게 구현된 유머는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교사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진행시킨다.

[자료 12]
166 T

: 네 그 다음, 코가 납작해지다 라는 건 몹시
무안당했을 때. 창피했을 때 아 코가 납작해
지다 이렇게 애기해요. 그 다음 코가 삐뚤어
지다. 코가 삐뚤어지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
죠? 이건 뭐냐면 술을 //아주// 많이 마셨다.
코가 삐뚤어지게 마셨다. 고 해요 술을 /정말/
많이 마셨단 얘기에요. □□씨 왜 그런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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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삐뚤어지게 마셨다고 할까요? 코에서 막
나올 때까지 마셔서?.....
◀ 교수언어를 통한 유머
167 S2

: 코에서 막 나올 때까지?? (웃음)

168 SS

: ****(웃음), (웅성거린다)
◀ 정의적 반응의 강화

171 T

: (웃음, 웃느라 말이 이어지지 못한다) 그거
좀 끔찍하다.시미치를 떼다.

[자료 12]의 교사는 학생발화를 이용하여 순서 166에서 교사가 유머를
구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습자들과 교사가 웃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업
의 정의적인 측면이 강화되어 학습자와 교사의 상호작용이 활성화되는 양
상을 보였다. 적절한 맥락을 바탕으로 구현된 유머는 수업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고, 학습자가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
다.
김정아(2012)에서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지식이 있다면 협동 원칙
이나 대화의 격률이 위반되는 양상을 띠더라도 웃음을 유발하는 기능이 제
공된다고 보았다. 물론, 해당 언어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의도적 격
률위반이나 형식적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학
습자는 언어능력 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지식 또한 충분치 못
한 상태로, 그 간극을 능동적으로 메우기가 어렵다. 따라서 최대한 수업맥
락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교수언어를 구체적이며 계획적으로 구현할 필요
가 있다.

2) 도전적 과제 제시
경력교사의 경우 잘 조직화된 교수언어를 바탕으로, 이미 교수언어를 바
탕으로 교실 상호작용을 일정 정도 이상 활성화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주도적인 도입, 유도 발화에 대한 적극적 응답 및 질문을 통해 드러난다.
이와 같이 활성화된 교실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경력교사는 좀 더 도전적
인 과제를 제시하여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적인 도전을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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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자료 13]
155 T

: 항공사 하면 JAL 항공사 또 항공사 뭐가 있
을까요? 중국 국제 항공사, 아시아나 항공사
항공은

비행기를

이야기

하는거죠.

이용료는

이용하는 요금,:: 이용- 이용하다 아시죠 쓰다
이용하다. 공항 이용료
156 S@

: 어....... 근데 한국에서 공항 이용료를 낸 적
이 없는데?....
◀ 학습자 도입

157 T

: /아마::/ 항공료에 공항 이용료가 포함이 되
죠 그래서 나온건데. 여기서 잠깐 항공료, 공항
이용료, 그리고 호텔비 나오죠. 이 료나 비가
붙으면 무슨뜻이에요? 요금이라는 뜻이죠? 호
텔료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런데 한국말에는
비가 붙거나 요가 붙거나 요금이 붙어요 /버스
요금/ /버스비/ /버스료/ 라는 말도 쓰기도 해
요

158 S3

: 지하철 요금 지하철 비 지하철 료 괜찮아요?
항공비 항공료 항공비 괜찮아요?
◀ 학습자 도입

159 T

: 한국말이 그 일본어와 한자 중국어 중국어는
아니고 한자와 한국어와 여러분 한국어를 공부
하지만 한국에 있는 말의 92%가 한자어에요
한글이 아니라 한자 중국어 하고 발음만 다른
거 순 한국어는 20%정도 밖에 안 되요. 이런
거 또 어떤 것이 있을까?
◀ 추가 과제의 제시

160 S5

: 어......이거.. 되... 여학생.. 한자 학생

161 S4

: 어 교실?
◀ 학습자 추가 과제 해결

위의 [자료 13]에서 볼 수 있듯, 교실 상호작용이 충분히 활성화된 경우
에 교사는 학습자에게 추가 과제를 제시하는 교수언어를 통하여 학습자를
더 높은 수준의 한국어 수준으로 고양시킨다. 위의 교실대화에서 순서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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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사 발화 이후에 순서 156, 158에서 학습자들은 능동적인 도입을 통해
서 적극적으로 교실 상호작용에 참여하는데, 이는 교사 주도의 교실 환경
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상호작용 양상이다. 특히 고급 한국어 교실에서 학
습자들은 한국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충분한 발화 실력을 지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한국어 과제가 제시되었을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호작용이 활성화된 양상을 보인다.

1.2 저경력 교사
1.2.1. 설명
1) 과도한 분량의 환언적 제시
설명을 위한 언어는 대체적으로 메타언어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데, 메타
언어는 대상어를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메타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상어의 속성, 학습자의 특성, 실제 활용의 모든 요소
를 고려하기 마련이다(홍은실, 1998). 한국어 교실에서는 개념을 설명할 때
뜻만을 명확히, 단순 정의로 한정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과 특징
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저경력 교사의 교수언어는 질문 없
이 일방적인 메타언어적 설명을, 조직화되지 못한 형태로 구성함으로서 학
습자와의 상호작용을 단절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저경력 교사의 지나치게
긴 일방적 메타언어 설명 이후에는 대부분 학습자들이 설명 내용을 잘 이
해하지 못하고 주어진 학습활동을 되묻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상호작
용 단절을 가져오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자료 14]
91T

: 자 사람은-, 어디서부터? 내 뒤에 과거가 있
어요. 앞으로, 미래. 나는 어디서 왔나요?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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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와요. 미래로 가요. 과거에서 와서 미래로
가요. 시간이 과거에서 와서 미래로 가요. 오
다, 가다.
92S4

: 선생님 근데...... 이야기?↗만↘해요? 쓸......
- 수 있어요?

93T

: 아, 네 쓸 수 있어요. ㉮저는 서울에서 삼::년
동안 살아왔어요. 저는 서울에서 삼년 동안 살
아왔어요. 지금도, 조금 있다 이야기할게요. 조
금 어려우니까요. ㉯일단 쉬운 생각 쉬운 것부
터 할게요. 삼 년 동안 살아왔어요. 삼년 동안
살고, 살아오고 있어요. 저는 서울에서 삼 년
동안 살아왔어요. 저는 서울에서 삼년 동안 살
아오고 있어요. 저는 서울에서 삼년 동안 살아
갈 거에요. 시간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굉
장히 좀 자세하게,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고요. 자세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저는 서
울에서 삼 년 동안 살아왔어요. 지금은.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서울에 있
을 수도 있고 서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information이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잘 몰라
요. 3년 동안 살아 왔어요.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이사 갔을 수도 있어요. ㉱그
래서 보통 완료라고 이야기해요. 살아온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은 잘 몰라요. 살고 있어도 오
케이 살지 않아도 오케이. 서울에 지금 있어요.
저는 서울에 삼 년 동안 살아오고 있어요. 지
금 있어요. 저는 서울에서 삼 년 동안 살아갈
거에요.

미래에요

미래.

그런데

지금부터에요

아니면 일 년 후 부터에요. 그것도 몰라요. 언
제부터인지 몰라요. 하지만 서울에 있을 거에
요. 미래 어느 날.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언제
까지인지는 몰라요. 언제까지 인지는 이건, 언
제부터인지는 몰라요. 지금부터도 돼요. 지금부
터 삼년 동안 살아갈 거에요. 그런데 일년 후
에 일년 후 부터 사년 후 까지 살아갈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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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조— 저는 서울에서 삼년동안 살아왔어
요. 언제까지 살아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
쨌든 서울에서 삼년동안 살아, 쭉 살아왔어요.
저는 서울에서 삼년 동안 살아갈 거에요. 지금
부터 삼년동안 오케이, 내년부터 2018년 2017
년까지. 오케이.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요. 그래
서 여기 과거, 현재, 여기- 과거, 여기 미래.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모두

오다.

현재부터↗

미래까지 모두 가다. 그래서 여기가 이거일수
도 있고, 이거일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살아왔어요. 아. 왔다. 지금. 아, 어, 오, 있다.
모양을

볼까요.

기본적인?

살아-왔다.

지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살고 있다. 지금
현재. 살아 갈- 것이다. 지금부터도 되고 미래
어느 날 부터도 되고. 이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에요.

◀ 과도한 환언적 설명
94 SS

: .....(웅성거린다) (6.30)

◀ 학습자 상호작용 단절

위의 [자료 14]에서 제시된 교실 대화는 교사가 완료시제의 개념을 설
명하는 교실대화 상황이다. 순서 92에 대한 학생 대답으로 교사는 ‘시
제’에 대한 설명의 대화이동을 시작하게 된다. ㉮에서 예문을 들어 완료
시제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 때 판서나 별도의 시각적 자료 없이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서 쉬운 것부터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구체
적으로 어떠한 예문을 기준으로 어떻게 난이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지
는 알 수 없다. ㉰에서는 완료시제를 설명하기 이전에 학습했던 다른 시제
를 먼저 예로 들고 있는데, 이는‘완료’라는 시제를 먼저 제시하고 개념
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구분되는 것이 훨씬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완
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는 대신, 완료가 의미하는 시간에 대한 명
시적 설명 없이 지엽적 사실만을 언급함으로서 학습자의 혼란을 가중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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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위의 교수언어는 질문 없이 일방적인 메타언어적 설명을, 조직화
되지 못한 형태로 구성함으로서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단절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지나치게 긴 일방적 메타언어 설명 이후에는 대부분 학습

자들이 설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어진 학습활동을 되묻거나, 무
응답으로 일관하여 상호작용 단절을 가져오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2) 휴지 없는 질문형태의 설명
저경력 교사의 경우 자신의 교수언어에 대한 성찰적 인식이 부족하여 설
명을 질문의 형태로 일방적으로 구성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평서문을
통해 선언적 지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설명도 전부 질문의 형태로 발화하
게 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우 학습자는 교수언어가 전부 질
문의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과 질문
형태의 설명 제시를 혼동하여 어떤 질문에 응답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
고,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어렵게 된다.
[자료 15]
189T

: 자 이제 다음 넘어갈까요? 괜찮아요? Next?
보통 어... 아팠겠어요 **** 다 과거형은 우리
가 지금 이야기 하고 있어요. 이야기 하고 있
을 떄는 보통 과거형 었어요 았어요 이야기 안
해요. 어 보통 아프겠어요 이렇게 뭐뭐 겠어요
아프겠어요 나쁘겠어요 더 많이 말해요. 근데
이제
았아요

어제

아팠겠어요

았겠어요

지난주에

었겠어요는

나빴겠어요.

반드시

past

tense word 하고 같이 말해요. 어제 아팠겠어
요 지난주에 아팠겠어요. 그때 나빴겠어요 이
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말해요 하면 아프겠어
요 나쁘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번에는 수진씨하고 크리스이 대화하는 말하
기에 들어갈게요. 수진씨하고 크리스가 이야기
합니다. 수진씨가 휴가때 시드니, 호주. 호주에
가려고 해요. 호두에 가려고 해요. 근데 크리스
가 호주 사람이에요. 시드니. 시드니에서 왔어
요. 그래서 시드니를 잘 알아요. 그래서 수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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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리스에게 질문해요. 질문해요. 호주의 여
름날씨가 어때요? 어 제가 호주 시드니에 가려
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씨가 아 호주의 여름은
뭐 더워요 추워요 기온이 얼마에요 이야기해줍
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
니 시드니 날씨가 어때요? 12월 날씨가 여름
이에요. 시드니는 12월이 여름이야. 그리고 기
온이 25도에서 30도쯤 되요. 그래서 이야기 합
니다. 시드니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습
도가 낮다. 습도 습도는 우리 여기가 물 공기
물 물이 있어요.그러니깐 여기의 물. 이 공기.
보통 부산은 부산은 서울보다 습도가 높아요.
부산은 서울보다 습도가 높아요. 왜? why? 부
산 근처에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은 서울
보다 습도가 높아요. 괜찮아요? 응. 습도는 이
렇게 날씨에서 말해요. 날씨네서 습도는 여기
에 물이 있어요. 그걸 습도라고 해요. 됐어요?
네. 습도 괜찮아요? 그래서 부산 습도가 높아
요. 제주도. 제주도도 습도가 서울보다 높아요.
왜? 바다. 바다가 많아요. 괜찮아요? 자 습도가
낮다 습도가 높다. 그래서 습도가 높아요 여름
에 어 너무 더워요.그죠 어우 막 기분이 안좋
아요. 어 근데 너무 싫어요. 어 근데 습도가 낮
아요, 더워요, 그냥 괜찮아요. 맞아요? 홍콩도
습도가 조금 높아요? 그죠? 맞아요. 홍콩도 바
다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으음~그래
서 먼저 수진씨가 이야기 해요. 제가 여행가려
고 해요. 여행계획. 이야기 합니다. 시드니 계
획. 그러면 근데 여행가서 시드니 날씨 궁금해
요. 날씨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날씨가 어때요?
질문해요. 두 번째 어 그러면, 옷, 무슨 옷 중
요해요. 그죠 옷, 무슨 옷 필요해요? 짧은 옷?
긴 옷? 짧은 옷? 긴 옷? 어떤 옷이 필요해요?
가져가는데 어떤 옷이 좋아요? 어 그리고 준비
물, 무엇을 준비해요? 무엇을 준비해요? 질문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그리
고 날씨가 어때요? 질문해요. 그 다음에 무슨
옷이 좋아요? 질문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해요? 질문해요. 무엇을 준비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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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합니다.

그래서

수진과

크리스가

이야기

해요. 그럼 여행 준비물 어떻게 해야 한국말
말할까요? 시작~?

◀ 휴지 없는 질문형태의 설명 제공
190SS

:.........(웅성거리는 소리)

◀ 학습자 상호작용 단절

[자료 19]에서 순서 189를 통해 교사는 날씨와 이에 따른 옷차림에 대
해서 설명하면서 학습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질문의 형태나 내용은 다
르지만 ‘시드니 날씨가 어때요?’, ‘왜? why?’, ‘됐어요? 습도가 어때
요?’와 같은 질문은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이해를 점검하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질문 뒤에 학습자가
생각을 정리하고 대답을 구현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채, 휴지
없이 교수언어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으며, 내용상으로는 설명에 가까운 교
수언어를 구사한다. 이 경우 학습자의 응답 없이 교사의 교수언어가 일방
적으로 계속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위 예시는 교수언어의 표층적 구조로는 끊임없이 교사가 학습자에게 질
문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점검 뒤에 충분한 시간
을 두지 않고 연속적이고 일방적인 교수언어를 전개함으로서 듣기활동에
대한 교사의 메타적 지식을 일방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전개한다. 이 과정에
서 학습자들은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하기보다는
자신이 메모한 내용을 수정하고 확인하는 데 그쳤다.

3) 언어 전환
저경력 교사는 자신의 교수언어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메타언어의
사용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아 효율성의 측면에서 한국어수준이 낮은 학습
자에게 많은 이해가능한 입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사는 코드스위칭, 및
학습자 모어를 통한 교수언어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는 한국어 학습에서
적절한 형태의 교수언어의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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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T

: 오늘 우리는 ‘~을 까보다’ 배워요. ‘~을 까보
다’는 선택할 때 써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중국어로) 第⼆位好的书이라고 하지요?

◀ 어휘의 의미를 언어 전환을 통해 설명
23S1

: **** (옆 학생에게 중국어로 질문)

24S2

: (중국어로 대답)

◀ 학습자간 상호작용의 언어 전환
25T

: 어려운 말로 한국말로 차선책......할 때 써요.
뭐냐면,......이렇게 (第⼆位好的书을 쓴다.) 여
기 보세요. 이걸 써요. (칠판에 한자로 차선책
을 쓴다) 좋은 걸 할 수 있는데, 덜 좋은 걸
하는 거에요. 괜찮아요?

◀ 언어가 전환된 설명 지속

교수항목을 제시하기 위한 교수언어가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쉬운 교수항목 제시 방법은 학습자의 모어로 해당 항목을 직역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위의 [자료 16]에서 교사는 순서 22에서 선택을 위한 표
현 ‘-을 까보다’를 제시할 때 중국어로 직역된 표현을 사용하였다. 교사
가 교수언어로 중국어를 사용하자 순서 23,24에서는 학습자들도 중국어를
통하여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는 한국어를 사용한 교실 상호작용을 단
절시키고 학습자에게 문법 또는 어휘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제공하였는
지 알 수 없으며 협상을 통한 개념 수정의 가능성을 차단시킨다. 교수언어
가 이와 같이 직역을 통해 학습자에게 학습 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학습자
에게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만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작용 구조가 되어 학습
자의 응답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특히 교수언어가 영어로 구현되는 경우 영어를 사용한 교실 상호작용을
촉발시켜 교수언어가 유의미한 교실 상호작용의 비계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 [자료 17]은 교수언어가 교실 상호작용의 언어로 오히
려 영어 사용을 촉진시킨 사례이다.

[자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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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T

: 지금도 추워요. 한 시간 전 두 시간 전, 세 시
간 전 하루 전부터 계속 추워, 날씨가 점점점
추워져요. 추워오고 있어요. 점차. 날이 밝아
왔어요. 점차 날이 밝아 왔어요. sun rise. 태
양이

뜨면,

점점점점

밝아

왔어요.

Getting

brighter, 점차 밝아 왔어요. 밝아 오다. 잠이
오는 것을, 참아가면서↗, 참아↗가다. 참아가
면서↗ 운전을 했어요. 좀 어렵죠. 잠이 오는
것을 참아가면서, 참아가다. 참아가면서 운전을
했어요.

◀ 코드스위칭을 통한 설명
116S@

: What if it comes to Deep? getting deep?

◀ 학습자의 영어로 전환된 도입
117T

: 한국 사람들이 추워온다 이런 말을 쓰기는 쓰
지만- 이 말을 더 많이 써요. 추워지다. 날이
밝아왔어요. 날이 밝아져요. Deep이 아+지다
어+지다를 많이 쓰고, 아+가다 아+오다. 그래
서 습관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밝아오다. 날
이 밝아오다. 밤이 깊어가다. midnight 깊어지
다. 날이 밝아오다-. 밤이 깊어가다. 서로 닮
아가다.

◀ 코드스위칭을 통한 설명

[자료 17]의 순서 104에서 교사는 ‘sun rises’라는 표현을 구사하고 있
다. 이 교실 대화 전반에서 교사는 교수언어로 습관적으로 코드스위칭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교실 상호작용 맥락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닐
뿐더러 교실언어가 끊임없이 영어로 전환되는 국면을 가져오게 된다. 순서
116에서 학습자는 아예 교실언어를 영어로 전환하여 교사에게 질문을 구사
하게 된다. 교사는 영어로 교실언어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빠르고 효율적으
로 단어의 의미를 제시할 수 있었지만, 학습자와의 한국어를 사용한 유의
미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비계로 교수언어가 기능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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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질문
1) 형식적 이해점검
교실에서 ‘괜찮아요?’나 ‘이해 됐어요?’와 같은 학습자 이해점검 표
지를 둔 이후에 학습자 이해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저경
력 교사는 이해점검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나, 교사가 이해
점검의 표지가 되는 교수언어를 발화하고 이해 점검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학습자가 응답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재구성하는
동안 교수언어의 흐름을 놓치게 되어, 상호작용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한다.
또한 저경력 교사의 경우 확인점검이 실행되더라도, 교수언어를 통한 이
해점검이 실질적이고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형태로 진행되지 못하고 기계적
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처럼 학습자가 ‘네’나 ‘아니오’등의 단순응
답만 구사하게 되는 경우 학습자는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위치에 놓
이게 된다. 또한 확인점검에 응답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지식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자료 18]
75 T

: 다시 ○○씨, 저것은 무엇입니까?

76 S11

: 그것은 시계입니다.

77 T

: 좋아요. 좋아요. 네, 그것은 시계입니다. 좋아
요. 그것, 그것, 그것, 괜찮죠? 그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 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빵입니다. 다시— No.1 /No.1/ 알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빵입니다.

저것은

빵입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빵입니다.
좋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빵입니다.

괜찮아요?

◀ 형식적 이해점검
여기가 어려워요. 그것, 이것, 저것. 그것, 저것,
이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꽃입니다. 저
것은 꽃입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꽃
입니다. 좋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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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이해점검
그것, 이것, 저것. 그것, 저것, 이것. 이것은 무
엇입니까?

그것은

꽃입니다.

저것은

꽃입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꽃입니다 어 ○○씨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료 18]의 순서 77에서 교사는 밑줄 친 부분에서 두 번의 ‘괜찮아
요?’라는 표지를 통해 학습자에게 내용 이해 점검을 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담화구조를 통해서 이해를 점검하거나 학습자의 의미 재구성을 위
한 휴지를 두지 않아서 교사의 일방적인 대화로 전개되었다. 이 경우 학습
자는 능동적으로 의미를 재구성하거나 수업에 참여하는 존재가 아니라 순
서 76, 78에서 교사에게 의해서 주어진 시범문형을 단순 반복하는 발화만
을 하게 된다.

2) 연쇄형 질문 제공
저경력 교사의 경우 학습자에게 질문을 한 후에, 응답을 가로채는 형태
로 연쇄형 질문을 발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제희(2004)에서는 학습자 응
답을 위하여 교사가 휴지와 같은 유의미한 삽입 구도를 두는 것이 중요하
다고 보았는데, 실제로 저경력 교사의 경우 학습자의 응답이 일어나기 위
해서는 충분한 휴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짧은 휴지
만을 제공하고, 교사 가로채기 형태로 질문을 연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교수언어는 한 입력에서 바로 다음 입력으로 전환되고, 학
습자는 교수언어를 의미가능한 입력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자료 19]
5 T

: 지난 시간에↗ ‘-틀림없다’ 배웠어요. 오늘 □
□씨와 ◇◇씨가 안왔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
해요 ○○씨? 왜 안왔을까요? 왜 안왔을까요?
오기 싫어서 안왔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오기 싫어서 안왔을 게, 틀림없다 라고 생각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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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형 질문
6 S3

: ......(침묵, 4.23) 오기 싫어서...... 안왔을 게
↗...... 틀림없다.
◀ 침묵 후 응답

위의 [자료 19]는 저경력교사가 휴지 없이 연쇄형 질문을 제공한 예시이
다. 이렇듯 연쇄적 질문이 제공되면, 학습자는 자신의 순서가 배당된 시점
이나 대답해야 할 타이밍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응답을 제시하
기 어려워 침묵하는 양상을 보인다.

3) 발화의 원인 질문
한국어 교사는 대부분이 한국어 모어 화자이며, 한국어를 목표어로 학습
해 본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다. 한국어에 대한 완벽한 통제력을 지닌 저경
력 한국어 교사가 학습자의 사고나 발화를 이해하고 상호주관성의 상태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학습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학습자의 상태를 본인의 제2언어 습득 경험에 비추어 간접 추체험을 할 수
밖에 없다. 저경력 교사가 교실 수업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학습자
출력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출력에 영향을 미친 학습자 사고 과정
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료 20]
121 T

: 그러면 이제 2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씨,
◇◇씨, 한번 해보죠.

122 S3

: (동료 학습자에게) 어떻게 했어?

123 S2

: 몇 번?

124 S3

: 2번. 어떻게?

125 S2

: .....가서 살다시피 ...라도 공부할 까 봐요.

126 T

: 오우 좋아요. 아주 잘 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가수가 되겠다고 날마다 노래방에 가서 살다시피
해요. 근데 노래방에서만 있다고 해서는 안 되잖
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노
래방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공부를 시킬 까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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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쓰면 괜찮죠.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라도
공부를 시킬 까 봐요. 네. ◯◯씨는 어떻게 했어
요?
127 S5

: ...노래방에 자주 가서 살다시피 하는데, ...

128 T

: 괜찮아요, 괜찮아.

129 S5

: 아... 십 노래라도 노래를 할 까 봐요.

130 T

: 십 노래? 왜 그렇게 말했어요?

◀ 발화의 원인 질문
131 S5

: 차트보고 하는... 노래.. 노래... 노래 십 개?

◀ 학습자 부연 설명
132 T

: 십 개?

◀ 발화를 이해하지 못하였음의 명시적 표지
133 S5

: 십 노래. 한 노래, 두 노래.

◀ 학습자 부연 설명 재도입
134 T

: 아... 열 곡? 열 곡이라도. 아

위의 [자료 20]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순서 130
에서 발화의 원인을 질문하고 있다. 우리말의 수사는 학습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 중 하나인데, 이는 수사와 양사를 표현하는 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오류는 학습자에게 빈번히 드러나는 유형이지
만, 저경력교사는 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를 즉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발화의 원인을 명시적으로 질문하는 교수언어를 빈번
하게 구사하였다.

1.2.3. 반응
1) 형태 중심의 반응
저경력 교사는 학습자 발화의 형태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반응하였다.
특히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 수정을 통해 완성된 문장을 요구하는 모
습을 보인다. 이는 완성된 문장을 만들고 오류를 화석화시키는 것은 방지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학습저 참여의지를 저해시켜, 의사소통을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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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자료 21]
206 S1

: 구↗.....쿠두?

207 T

: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 형태 중심의 명시적 오류 지적

208 S2

: ok lets see lets see 바다 come on 바다
◀ 동료 학습자의 상호작용 재도입

209 S1

: ......아......몰라요 /
◀ 상호작용 포기

210 S4

: 아깝다

213 S1

: ......나중에 /

214 S2

: 숟가락

217 S1

: 아이고 /

218 S2

: 바지

219 S1

: I forgot everything

[자료 21]에서 S1은 한국어 실력이 여타 학습자에 비해 부족한 학습자인
데, 교사가 순서 207에서 명시적 피드백을 한 이후 순서 209에서 명백한
상호작용 회피를 보이고 있다. 이후 순서 213에서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않
는 모습을 보이면서, 순서 219에서는 학습자 모어로 상호작용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의 소통
이며, 교사가 교수언어를 통해 반응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형태에 중점
을 두는 경우 학습자는 자신의 발화에 자신감을 잃게 된다.

2) 불명확한 근거로 반응
정대현(2010)에서는 교사 집단의 PTs24)를 분석하고, 교사가 특정한 언어

24) 교수 사고 행위(pedagogical thoughts)이다. 교수 행위란, 교사가 교수법을 선택하거나
피드백 방법을 결정하거나 수업의 흐름을 전환하는 것과 같은 선택적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교수 행위를 결정하려고 할 때 교사는 선택의 적절성 문제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교사는 교수 방법이 적절성을 판단하여서 이를 교수 행위로 연결시켜야 한
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가치를 판단하는 사고 행위일 것이고 사고 행위는 어떤 지식을 바
탕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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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문법적·어휘적으로 올바르게 결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즉
언어 항목을 다루는 측면을 교수 지식 영역의 가장 주요한 영역으로 보았
다. 이 영역에서 교사는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한 언어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반응을 수정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제공하
게 된다. 저경력 교사는 교수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신이 수행하는 교
수 행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였고, 목표 문법에 대한 지식 또한 명확하지
않아 자신의 반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오류 원인에 대해
서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에 대한 적확한 처치를 발화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명확한 근거 지식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에게 평가
및 수정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료 22]
16 S1

: 고민하는 내용.

17 T

: 고민하고 있어요? 음↘. 그렇죠. ‘-을↗ 까보

18 S1

: → 어. .........이해하기가 있을까봐 걱정이예요.

19 T

: 아. 아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다’ 그럼:: 예문, 문장을 한 번 만들어 보....
◀ 학습자 오류 문장 발화
잘 안 써요.
◀ 교사의 명시적 오류 지적
20 S2

: 왜 이해하기가 있을까봐 안 되요?

21 T

: 그건 원래 한국어에서 안 써요. ‘을 까보다’.

◀ 학습자 오류 원인 질문
이런 거 혹시 생각...
◀ 불명확한 근거의 반응
22 S2

:

→ 어... 방학 때
여행을 가고 싶어요.

[자료 22]에서 교사는 순서 17에서 다시 예문이나 문장을 만들어 볼 것
을 요구하고, 이에 순서 18에는 학습자가 예문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점검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오류문장을 발화하는데, 교사는 이에 대해서
오류 원인을 명시적으로 간명하게 규명하기 보다는, ‘원래 한국어에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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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교사의 교수지식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원래’라는 말 대신에 학습자에게 다른 발화를 통해 선행절 및
후행절의 조건을 규명해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1.2.4. 강화
1) 반복적 재발화 요청

한국어 교실의 학습자는 누구나 불완전한 한국어 실력을 갖고 있다. 진
제희(2006)에 따르면, 언어 능력이 발달한 성인 학습자는 자신의 생각을 제
대로, 마음껏 표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발화 자체의 걸림돌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학습자에게 재발화 요청은 일종의 강요나 부
담으로 여겨질 수 있다.

[자료 23]
87 T

: 마음에 안 들어~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것?

88 S2

: ****** (4.22) (작은 소리로) ......불평하다.

89 T

: 응 뭐라구요?
◀ 반복적 재발화 요청

90 S2
91 S@> S@
92 T

: **(작은 소리로) ......불평하다.
: (서로 질문)
: 네?
◀ 반복적 재발화 요청

92 S2

: .........(침묵)

93 SS

: (웅성거린다)

94 S@

: 마음에 안 든다?

95 T

: 또, 모르는 단어 있을까요? 예상. 예상하다는
뭐죠?

96 S2

: ......추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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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T

: 추측하다 맞고,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건지. 어
떻게 될까? 미리 생각하는가. 예상하다. 내일 날
씨, 내일 눈이 올까 생각하는 것도 예상하는 거
죠? 내일 비가 올까 하는 것도 예상하는 거죠?
아직 안 일어난 일을 미리 생각하는 거.

98 S5

: 이거 어디 하는......거야?

(옆 학생에게 묻는

다)
99 T

: 또, 어울리다. 아까 여기 어울리다 나왔죠. 어
울려 놀다. 어울리다가 무슨 뜻이죠? 어제 산
옷이, 나한테 어울리다 안어울리다. 이걸까요?

100 SS

: (웅얼거린다) 네...

위의 대화에서는 순서 87에서 제시한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 88의
학습자가 응답을 하지만, 교사가 순서 89, 92에서 지속적으로 발화를 알아
듣지 못하고 재발화요구를 한다. 이 경우 학습자는 상호작용을 시도하다가
결국 침묵을 통해 상호작용을 비활성화시킨다. 모어 화자인 교사가 학습자
의 발화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재발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게 되면,
학습자는 자신의 발음이나 한국어 실력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되고, 상
호작용 자체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어 교실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지 않게 되어 상호작용이 비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1.2.5. 확장
1) 수준 고려에 실패한 과제
교사가 교수언어를 통해 예시를 제시하더라도, 무리한 새로운 유형의 수
업 양식을 도입하거나, 학습자 수준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시를 통한 설명을 제시하는 경우, 학습자 응답을 이끌어낼 수 없어 위와
같이 상호작용의 비활성화 상태가 발생한다. 저경력 교사의 경우 교수언어
가 참신하고 새롭지만, 무리한 화제를 도입하여 학습자와의 상호주관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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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4]
19 T

: 뭐에요? 떡↗국↘. 떡국 When we eat these
kind of things?

20 S5

: New years day?

21 T

: 네. 설날에 먹어요. ◯◯ 씨는 떡국을 먹어 본
적이 있어요?

22 S4

: 네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23 T

: ◇◇ 씨는?

24 S5

: 어...... 저도 떡국을 먹—먹은? 적이 있어요.

25 T

: 자 그럼 우리 은/는 적이 있다. 공부해요.(시
각적 자료 제시) 누구에요?

26 SS

: (웅성거린다)

27 T

: ◎◎(한국에서 유명한 캐릭터)25)? ◎◎ 알아
요? ◎◎ 뭐라고 말해요?
◀ 학습자 수준 고려예 실패한 예시

28 SS

: 몰라요.. 어...... ◍◍?(엉뚱한 답을 제시한다)

29 T

: 어 ◎◎, ◎◎은 말 못해요. ◎◎◎◎해요. 오
늘은 말해요. 지금은 말해요. 말할 수 있어요.
◎◎씨 떡국 몰라요. 떡국 몰라요. 떡국을 먹은
적이 없어요. 다 다시?
◀ 무리한 상호작용 재도입

30 SS

: ......(침묵)

31 T

: ◎◎씨 떡국 몰라요. 떡국 몰라요. 떡국을 먹
은 적이 없어요. 다 다시?

32 SS

: (웅성거린다)......

위 자료에서 교사는 학습자 수준이나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순서
26의 학습자 상호작용이 비활성화된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
한 채, 순서 27에서 학습자가 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예시를 계

25) 교사가 수업시간에 제시한 캐릭터의 이름이다. 해당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는 5~6년 전
에 두 해에 걸쳐 인기리에 방영되었으나, 학생들의 주요 문화권에서는 방영되지 않아 학
습자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수업 교사의 요청에 따라 캐릭터의 이름을 익명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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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이해의 단절을 일으키고, 교사의 교수언어
가 비계로써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교실 상호작용의 단절을 유발한다. 순
서 28에서 학습자는 순서 27에서 지속된 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시
도하지만 결국 순서 29에서 제시된 교수언어의 예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순
서 30과 순서 32에서 침묵을 통해 상호작용이 비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인
다.

2) 수업내용과 관계없는 여담
여담은 수업의 내용과는 연관이 없으나, 학습자의 수업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자와 교사의 친밀감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습 내용과 상관없는 여담이 과도하게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라이스(1975)는 대화의 격률을 제시하면서 관련성의 격률을 제시한 바
있는데, 주제에 맞지 않는 발화를 하는 경우 그 이전에 진행되어 왔던 연
속된 대화를 방해함으로써 대화의 흐름을 깨고 청자의 이해를 방해하는 결
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 아래의 예시는는 여담 활용이 관련성의 격률
을 위배한 경우이다.

[자료 25]
196 S3

: ○○○선생님?

197 T

: 어, 응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후배. 선생님 학교 후배야.

198 S2

: 후배는 뭐에요?

199 T

: 어, 선생님이랑 같은 학교 다녔어요.
대학교.갔다 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00
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네. 아주 예쁘
신 선생님이 오는데 예쁜 선생님 왔다
고 선생님 싫어하면 안 돼. 알겠지?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부탁했고…….
그러면 우리 5월 달에 가자. 5월 첫
주? 그쯤은 따뜻할 거 같아요. 그러면
5월 달에 가면 될 것 같아요. 5월5일?
5월5일? 여러분 애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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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내용과 무관한 여담 제시
200 SS

: *****(웅성거린다)

201 S@→S@

: 무슨─ 날이야?

202 S@

:

203 S@

: 어린이날.

204 T

:

→ 어린이날
그죠

어린이날이니까

5월5일은

안

될 것 같고, 5월 XX일? 5월5일은 너
무 사람 많을 것 같고 5월12일? 아니
면 뭐 벚꽃이 피면 벚꽃이 우리 4월
달쯤에 필거예요. 그럼 벚꽃 피는 거
봐서 갔다 오자. 음 그래도 될 것 같
아. 아니면 뭐, 수업 끝나고 살짝 놀고
오거나. 근데 그 때 가면 아마 그런
거 못 할 거 같아. 가게 되면 일찍 가
야지. 네, 어쨌든 나들이 가는 것도 여
기 □□에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보니까 학생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 근데 이번 학기
학생들은 가고 싶어 하니까……. 어, 가
야죠. 네
◀ 수업 내용과 무관한 여담 제시

[자료 25]에서 교사는 순서 199, 204에서 학습자에게 수업 내용과는 무관
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수언어를 바탕으로 상
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나 수업 내용이나 한국어 교수내용과 관련된 유의
미하고 합목적적인 상호작용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촉진
되었다고 해도,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이 증진되는 데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는 어려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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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실 수준에 따른 교수언어
2.1 초급
2.1.1. 설명
1) 개념어 정의를 위한 환언
한국어 초급 교실에서는 학습자가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
로, 교사는 대상어를 환언26)을 통해 학습자의 현재수준에 맞게 정의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그러나 초급 교실에서 교사의 설명은 학습자에게
개념어의 정의, 용례, 화맥 등을 포함하는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습자에게 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더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
다.

[자료 26]
77T

: 으흠..... /또 ::/ /모르는/ 단어 있어
요? /다/ 아나봐.

78S3

: ......신뢰하다

79T

: 신뢰하다? 신뢰하다는 무슨 뜻일까
요? 신뢰하다.

80S4

: 믿음. 믿음

81T

: → 믿음. 믿는 거. 신뢰하다. 그 사
람이 한 말을 신뢰하다. 그 사람이
한 말을 믿다.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 신뢰하다.

◀ 정의를 위한 환언
82S5

: .....신용.... 그거랑 똑같진 않...

83T

:

>>신용.

비슷해요.

근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26) 한국어 교실에서의 환언은 한국어로 환언되는 경우와 외국어로 환언 되는 경우, 코드
전환이 되는 경우와 코드전환이 실패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홍은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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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S3

: 신용하다....

음 돈이랑 마음이.....

달라요.
85T

: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판서)

여

러분 신용하다는 들어 봤어요? 신용.
믿고 쓸 수 있는 거. 신용하다. ****
신용↗하다. 신용카드. 믿고 쓸 수 있
는 카드. 이 사람이 돈을 다시 /갚을
걸 알고/,

돈, 나중에 안 갚지 않고

꼭 갚을 거 알고 신용하고 돈을 빌려
주는 거죠. 계산적인 거는 신용, 정말
마음으로부터 믿는 거는 신뢰. /또/
모르는 단어 있어요? 다 알아요, 이
제?

◀ 상황 제시를 통한 정의

위의 [자료 26]에서 교사는 ‘믿다’, ‘신뢰하다’, ‘신용하다’를 맥
락을 통해서 교수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유의어의 의미를 제시할 때 S3가
제시한 ‘신뢰하다’라는 교수항목에 대한 의미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기 보
다는 학습자 S4의 응답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의관계의 어휘항목들을 교수
대상으로 삼았으며, S5의 응답 이후 S3, S4, S5의 응답을 바탕으로 인접 개
념을 아울러서 교수항목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학습자들이 의미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 가지 단어의 의미를 사용하여 이후 활동을 능동
적으로 전개해 나갔고, 교사는 학습항목인 ‘신뢰하다’를 이해하기 위한
전략적인 학습항목을 인접 개념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2) 가능한 예시 제시
초급 학습자의 경우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표현과 어휘가 적으며,
목표 표현 및 목표 문법으로 제시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례와 용례를 과도하게 제시하는 것 보다는 목
표 문형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확실히 구사 가능한 어휘를 결합하고 연습하
는 것이 학습자의 능력을 배양하는 데 가장 적절한 형태로 도움이 된다.
따라서 초급을 교수하는 교사는 초급의 목표 표현 및 문형을 교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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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해 가능한 형태로 핵심 의미와 상황에 맞추어 입력을 제공하게 된다.

[자료 27]
17 T

: ‘-하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는 지 알겠어
요? 이해 되요?

18 SS

: ****(침묵)(4.22) (웅성거림)

19 T

:

‘-하는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에요—::요.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여기 이 자리에↗ 넣는 거에
요. TV를 가까이에서 보면 눈이 나빠지는 수
가 있어요. **** 하나 더, 급히 서두르면 일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또, 볼게요 — 급히
서두르면 실수 하는 수가 있어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는 수가 있어요. 이런거 :: 또
— 또—뭐가?? 있을까?
◀ 교사의 가능한 예시 제시
20 S1

: → 물을 안 먹으면..... 목이 마르는 수가 있어

21 T

: 좋아요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마르는 수가 있

요.
어요.
◀ 학습자의 예시 발화
22 S@

: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을 망치는 수가......
있어요.

[자료 27]의 순서 17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해당 어형을 제시하였는
데, 순서 18에서는 학생들이 한동안 해당 어형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순서 19에서 교사는 다양한 형태
의 예시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을 순서 20, 22에서는 S1, S@가 교사의 발
화를 변형하여 형태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예시를 발화한다. 특
히 순서 21에서는 교사가 순서 20에 나타난 학습자의 오류를 명시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재발화함으로서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단절되지 않도록 고
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이 잘 조직된 교수언어를 통한 교사의 시범
보이기는 학습자에게 이해 가능한 입력인 동시에 모델링의 대상이 되어 학
습자와 교사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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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질문
1) 복습을 위한 이해 점검용 질문
교사는 초급에서 ‘목표 표현’을 초급 학습자가 이해하고 기능과 연결
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되는 형태로 교수언어를 구성하였다. 교사는 기
능에 대해 반복적 연습을 하는 형태로, 기능과 표현을 적절하게 연결시키
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 교수언어를 통해 이해점검용 질문을 반복
하여 제시하였다.

[자료 28]
102 T

: 자 우리 마지막, 이 동사는 어떻게 되요? 쓰
다.

103 S2

: 써봤어요.

104 T

: /써 보았어요./ (판서하면서) 보— 았— 어요
가 축약되요. 봤어요......듣다.

105 S3

: 들어-봤어요.

106 T

: 걷다.

107 S1

: 걸어봤어요.

108 T

: 너무 잘해요. 자— 그러면 //자유롭게::.., 하나
씩 예를 말해볼까요?
◀ 이해 점검용 질문

109 S@

: ......말해봤어요

110 S3

: 마셔봤어요

111 S5

: 예뻐봤어요

112 S@

: 예쁘다... 예뻐보다....

학습자는 교사가 명확한 교수언어를 통해서 형태에 주목하고, 언어의 표
층 구조를 구분해줄 때 지식적 이해가 높아진다. 그러나 위의 [자료 19]의
순서 113에서 교사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단순히 형태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언어를 통해 학습항목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를 스스로 반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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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순서 배당을 통해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처럼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자는 ‘-아/어 보다’의 형태를 학
습하고, 이 형태의 용례를 학습한다. 또한 교수언어를 통한 반복을 기반으
로 한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내용이 강화되어 적절한 예와 적절하지 않은
예를 습득하게 된다. 특히 한국어 초급 교실에서는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
고, 불안감을 줄이기 위하여 교사가 교수언어를 통해 반복을 통한 상호작
용을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2)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선택형 질문
교사는 초급 교실에서 학습자의 반응을 점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책략
으로 선택형 질문을 제시하였다. 초급 학습자의 경우 조회용 질문이나 제
시용 질문 모두에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경우 교사는
질문 형태를 수정하여 ‘A에요, B에요?’와 같은 비교적 응답이 쉬운 정도
의 응답을 요구하는 선택형 질문을 통해 학습자 응답을 유도하였다.
[자료 29]
30 T

: 아주 큰 그림을 셀 때 뭐라고 말할까요?

31 SS

: .......(침묵)

◀ 교사의 제시용 질문
◀ 학습자 침묵
32 T

: 한 개라고 할까요, 한 폭이라고 할 까요?

◀ 교사의 선택형 질문
33 S@

: 폭.....?

◀ 학습자 응답
34 T

: 맞아요. 한 개나 한 장이라고 말 안해요. 한
폭이라고 말해요. 한 폭. 폭. 엄청 크니까. 그 때
한 폭의 동양화라고 말해요. 하나의 아주 크고
아주 아름다운 그림 같다라는 뜻이겠죠?

위의 [자료 29]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수량을 세는 단위를 학습하고 있는
데, 학습자에게 생소한 단위인 ‘폭’을 교수하고 있다. 교사는 순서 30에
서 제시용 질문을 통해 학습자 응답을 유도하지만, 학습자가 응답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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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자 순서 32에서 다시 자신의 질문을 선택형으로 재구성하여 학습자
응답을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상호작용에서 배제되지 않고, 단순
응답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1.3. 반응
1) 다양하고 풍부한 시범 보이기
‘시범 보이기’는 과제 해결에 대한 시범과 모델링을 해주는 교수언어
이다. 초급 한국어 교실에서는 시범 보이기의 기능이 강조되는데, 한국어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초급 학습자에게 교사의 발화가 그 자체로 과제해결
을 위한 전범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학습자가 교사의 발화를 모방
하는 과정을 통해 상호작용에 다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료 30]
80 T

: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글에서 ~테니까, 테니까
배웠어요 여러분?

81 SS

: (웅성거린다)

82 S2

: .....네.....

83 S@

:

84 T

: 자 우리 언제 썼어요? 지난시간에 배웠는데

85 S1

: 어...... 주말— 이라서: 차량이 많을 거야.....

86 S@

:

→네

→,

많을

—거에요
87 T

: 맞아요. 그러니까 예약을 해주세요, 그렇죠?
사람이 주말이라서 많을테니까 미리 예약을 하
세요, 자 우리 이 글에서 배운 표현 많을테니
까와 비슷해요, 일텐데, 이거는 ~테니까와 조
금 비슷해요, 이거는 ~테니까 사람이 많을테니
까 미리 예약을 하세요, 잠을 잘테니 베개를
가지고 가세요, 숙제를 할테니 책을 가지고 가
세요. 목이 마를테니 물을 가지고 가세요. 또
어떤 게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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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다양한 시범보이기
88 S@

: 비가 올텐데 우산을 자기고

/아니/

/가지고/

가세요.... 아니 아니 자기고 가지고.... 가지고
◀ 학습자의 응답
89 T

: 잘 했어요. 다른 사람들 괜찮아요?

위 [자료 30]에서 교사는 학습항목 ‘-테니까’를 교수하는 과정에서 순
서 87을 통해 다양한 시범보이기를 구현하고 있다. 순서 87에서 교사는
‘많을 테니까’와 ‘많을 텐데’를 인접 개념으로 이어서 설명하는 피드
백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형을 시범 보임으로서 이해를 촉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교실 상호작용이 촉진되고 학습자와 교사가
상호작용을 통해 수업대화를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

2) 명시적 오류 수정
교사는 초급 학습자 교실에서는 형태적 측면에 대한 오류를 명시적으로
수정해주는 교수언어를 구사하였다. 이는 주로 어휘 및 문법의 발음을 교
정해주는 형태로 구현되었다. 한상미(1998)에 따르면, 명시적 오류수정은
학습자의 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증가시키고 학습자의 발화의지를 저해해서
의사소통을 막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초급 교실의 목표 표
현은 그 자체로 중·고급 표현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오류가 화석화되면
이후의 학습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교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명시적으로 체면을 손상받지 않는 선에서 목표 표현
및 해당 발음에 대한 오류를 충분히 수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자료 31]
34 S@

: 아 보다로 동사 아 봤어요, 동사 어 봤어요를
말할 수 있어요. 자 동사를 하나씩 말해봅시
다. 가다. 동사가 아, 어 일 때는 동사 아 봤
어요. 로 말해요.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단
어를 하나씩 말하고 학생들이 따라한다. 선
생님이 학생들이 말한 후 한 번 더 정확하게

- 105 -

말한다.) 가다는?
35 SS

: 가봤어요.

36 T

: 자 오다는 ◆◆씨?

37 S3

: 오봤어요 오.
◀ 학습자의 오류

28 T

: 아, 아니에요. 오에요. 오다는. 와봤어요.
◀ 교사의 명시적 수정

29 S4

: 아, 와봤어요.

위의 [자료 31]에서 교사는 순서 34를 통해 학습자에게 설명을 제공하고,
순서 배당을 통해 확인 및 이해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순서 36에서는 학
습자에게 순서를 명시적으로 배당하고 있는데, 순서 37에서 학습자가 ‘와
봤어요’대신 ‘오 봤어요’라는 형태로 오류문장을 발화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순서 28에서 명시적으로 문장을 수정함으로서
학습자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순서 29에서는 학습자가 이를 바로 수용
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초급 교실에서는 이와 같이 확인점검을 하는 과정
에서 곧바로 오류를 수정하고, 학습자는 이를 수용하는 야상을 자주 보인
다.

2.1.4. 강화
1) 교사 시범의 반복 요청
초급 교실에서는 교사가 발화를 하고, 이를 학습자가 반복하도록 요청함
으로서 연습을 통해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사가 반복을 요청
하는 경우, 초급 학습자가 입력된 내용을 정확하게 내재화할 수 있게 된다.
교사는 학습자의 반복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발음 상태를 점검하
고 확인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자료 32]
98 S@

: 하늘을...... 날 것처럼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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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T

: 잘 했어요. 하늘을 날 것처럼 기쁘다 /다같이
****/?
◀ 교사의 시범 반복 요청

100 SS

: 하늘을 날 것처럼 기쁘다.

[자료 32]과 같이 학습자에게 발화를 반복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교사는
학습자에게 어형 학습을 제시하고 발음을 점검할 수 있다. 초급의 활동은
응용이나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강화와 강조를 중심으로 교수언어가
구성되는 양상을 보인다.

2.2 중급
2.2.1. 설명
1) 선수학습을 상기하는 설명
중급 학습자는 초급 단계와는 달리 학습할 표현이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이전 개념과 연관시키는 과정에서 새로운 한국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어려
움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중급 과정의 학생들은 새로운 교수항목을 학
습할 때 인지적 부담이 증가하는데, 중급에서 교수항목을 제시할 때 이전
급과 연계하는 설명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학습
자의 참여와 이해를 동시에 촉진하게 된다.
[자료 33]
11 T

: 이런— 것들...... 우리가 1교시 때 배웠고, 두
번째로 배웠던, 두 번째로 배울 문법은, 4급
때 배운 문법인데. 4급 때 이거 생각나요? ‘을
까보다’. ‘먹을 까보다’ ‘공부할 까보다’ ○○씨,
생각나요? ‘을 까보다’?
◀ 교사의 선수 학습 상기

12 S1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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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응답
13 T

: ‘-을 까보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 교사의 구체화 요구

14 S1

: 어. 고민하는 내용.

[자료 33]에서 교사는 순서 11에서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교수항목을 환
기하면서 순서 11의 후반부에서 시범보이기를 통해 학습자에게 교수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형의 시범은 보이지만 이 문형이 의미
하는 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학습자 순서 배당을 통한 발화 유
도를 바탕으로 S1에게 문형의 의미를 점검한다. 기계적인 확인점검이 아니
라 교사는 순서 17에서 다시 예문이나 문장을 만들어 볼 것을 요구하고,
이에 순서 18에는 학습자가 예문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점검한다. 또한 다
른 학습자에게도 순서 19에서 순서를 배당하지만 순서 20에서 S2가 침묵하
자 순서 21에서 다시 학습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대답을 독려하고 확인을
점검한다.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사는 교수언어를 통해 확인점검을 철저
하게 진행하며 순서를 고르게 배당하여 학습자와 교실 상호작용을 진행한
다.

2) 상황 제시를 통한 설명
중급 학습자의 경우 초급과는 달리 기본적인 한국어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언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언어의 실제적
사용 맥락 및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한다. 교사는 이와 같은 중급 학
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상황을 예로 한국어 표현 및 문법이 쓰이
는 환경을 교수하는 양상을 보였다.
[자료 34]
191 T

: 상상안되요? 여러분, 붕어빵 먹어봤어요 붕어
빵? 붕어빵이 뭘까요? 붕어빵 모르는 사람?
◀ 교사의 상황 제시

192 SS

: ***웅성거린다(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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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S@

: .......붕어빵↗ 명동에서..... 길에서

194 T

: 맞아요 맞아요. 먹어 봤어요? 겨울에 먹어요
여름에 먹어요?
◀ 교사의 상황 제시 구체화

195 S1

: ......여름에?

196 T

: 여름에 먹어요? 겨울에 먹죠~ 왜요? 뜨겁죠?
붕어빵은 여러분 붕어빵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
요? (먹는 시늉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머
리부터 먹어요? 꼬리부터 먹어요? 반을 잘라서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197 SS

: ****(웃음) (웅성거린다)

198 S@

: 다 와..왁 다 먹어요

199 T

: 한입에 다? 한입에 다 넣어서 먹어요? 머리부
터 먹어요? ◇◇씨도 머리? □□씨도 머리? 여
기도?

◎◎씨는?

○○씨,

○○씨도

머리부터?

전부 다 똑같이 그럼 여러분 다 머리부터 먹어
요? (학습자 끄덕임)
200 T

: 그럼 여러분 그냥 이제 붕어빵이면, 이렇게 들
고, 여기 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들고 먹어요?
다르게 먹는 사람 없어요? ◆◆씨, ◆◆씨도 그
렇게 먹어요? 꼬리부터 먹어요 ◆◆씨는?

201 S3

: 이렇게.......

202 T

: 뒤집어서 꼬리부터? 아~저는 반 쪼개서먹어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먹어요. 그럼 우리 사람
들 되게 많은데 먹는 방법은 다 다르죠? 이럴
때, 붕어빵을 머리부터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
면 꼬리부터 먹는 사람이 있고, 또 꼬리부터 먹
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을 쪼개서 먹는 사
람도 있죠. ‘~ㄴ가’ 하면 할

때, 앞에 나온 말의

반대말을 말할 때 쓸 수 있고, 앞에 나온 것에
관계되는 다른 정보를 플러스로, 연결해서 말할
때 쓸 수 있어요.
◀ 교사의 상황 제시를 통한 문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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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4]에서 교사는 문형 ‘-ㄴ/는가 하면 –가 하는’의 문형을 교수하
기 위하여 ‘붕어빵’이라는 소재를 먹는 상황을 예시로 들었다. 이 과정
에서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예시를 가져오고, 본인이 예상한 대로 질문을
전개해 나가면서 교수의도를 실현해 나갔다. 학습자 수준에 대한 인지는
질문의 의도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언제나 교사가 계획한 대로 교
수언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순서 196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붕어빵의 먹는 방법의 차이’를 통해서 ‘-ㄴ/는가 하면 –가 하는’을
교수하려는 의도를 구연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순서 199에서 확인한 학습자
응답에서는 학습자들이 교사의 질문에 단순한 끄덕임으로 반응하고 있어
교사가 질문의 의도를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 중급에서는 학습자가 붕어빵
을 먹는 과정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묘사할 만큼 한국어 지식이 충분하
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과정에서 질문을 통해 교수의도를 구현
하기 위하여 순서 200에서 교사는 ‘다르게 먹는 사람 없어요?’라는 명시
적 질문을 던지고, 이를 바탕으로 순서 201에서 학습자는 행동 묘사를 통
해 교사가 의도한 응답을 제시하고, 순서 202에서 교사는 다시 상황 맥락
을 통해 교수항목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3) 유의어와 반의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설명
중급 학습자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어휘가 증가하면서 유의어의 양상
이 청자 및 독자 모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문맥의존도가 높
은 한국어에서는 문맥 속에서 의미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의사소통능
력의 기본을 이룰 수 있다. 한자어 차용으로 인한 유의어 및 동음이의어
등은 학습자가 그 양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교사는 이러한 어휘 항
목을 교수할 때 화용론적 상황을 고려하여 따로 이러한 예를 명확히 제시
하여 교수언어를 구사하였다.
[자료 35]
66 T

: 네 이렇게 오늘 날씨에요. 여러분~ 일요일은
조금 추워진다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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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우리가 배워야 할 표현 합시다. 첫 번째 표
현은 책 31쪽에 1번. 1번 ~을 가져오다. ~을
가지고 오다. 를 줄여서 가져오다. 무슨 뜻이에
요?
67 S1

: 가지고...... 오다. 가지고 오다.

68 S2

:

→......음 가져 오다. 가져 오
다.

69 T

: 맞아요 가지고 오는 거...... 반대 가져가다도
배웠어요.
◀ 교사의 반의어 제시
무엇을 가져왔어요. 가방을 가져왔어요. 가방을
가져올거에요.

가방을

가져와야

해요.

무엇을

가져오다. 어디 한 번 이야기 해봅시다. 00씨
는 한국에 올 때 뭘 가져왔어요.
◀ 교사의 화용적 맥락을 활용한 활동

위의 [자료 35]는 교사가 밑줄 친 부분에서 이전 학습내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로 인하여 학습자 참여가 순서 67, 68에서 촉진
되게 된다. 또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사는 교수언어를 통해 학습자가
미래에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한 고려를 명시적으로 제공함으로서 학습자의
이해를 도왔다.

2.2.2. 질문
1) 유도 및 응용을 통한 질문
중급 학습자의 경우 어휘력과 표현력 모두 일정 정도 이상으로 갖추어
져 있으나, 이를 자유롭게 구사할 정도는 아니다. 교사는 이와 같은 경우
학습자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과도하지 않도록 목표 표현이나 문형을 제
외한 상황을 제시하고, 학습자에게 목표 표현과 문형을 사용해서 재발화
할 것을 요청하는 질문을 구사한다. 이후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문형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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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면, 점차적으로 상황을 자유롭게 발화할 수 있는 추가 질문을 제시하
는 상황을 보였다. 중급의 학습자를 가르치는 교사는 위와 같은 교수언어
의 틀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예습하고, 추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교수환
경을 조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과 한국어 사용, 어휘
및 해당 어형에 대한 제시 방법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질문을 구사하였
다.

[자료 36]
112 T

: 잠깐 여러분 잠시 잠시 지금 이거 이해돼요?
말하기?
◀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이해 점검

113 S@

: (웅성거린다) ......잘 모르겠어요.

113 S@

:

→

게시판을

보고......
114 S1

: 그↗ 게시판을 봤어요......

115 T

: 맞아요↘. 게시판을↗ 봤어요↘. 보고 이 내
용을 친구에게 이야기해주는 거에요.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저기에 있는 내용을
친구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간접::—
화법을 사용해야 해요. 그럼 첫 번째 게시판
을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한다고 해요?
◀ 교사의 유도

116 S2

: 외국인...... 글쓰기 대회

117 T

:

맞아요.

외국인↗—

글쓰기↗—

대회↗—를

한다고 해요. 어디서 한다고 해요? 덕수궁에
서 한다고 해요. 그렇죠 장소. 그 다음에 언제
한다고 해요?
◀ 교사 발화 응용을 통한 추가 발화 요청
118 S1

: 10월… 8일...... 금요일— 10시에서

119 T

: 맞아요 10월 8일 금요일 10시에서 오후 세
시까지 한다고 해요.

누가 참가한다고 해요?

이해 됐어요? 괜찮아요?
120 SS

: ****(6.77) (웅성거리는 소리)

[자료 36]의 교실 상황은 교사가 중급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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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유도를 제공하고, 교사 발화를 응용해서 추가 발화를 요청하는 상황
이다. 순서 117에서 교사는 확인점검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교수언어의 형
태를 재구성할 뿐 아니라 ‘외국인 글쓰기 대회’의 음장과 억양을 조절하
여 핵심어휘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확인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순서 119, 122에서 각각‘괜찮아요?’라는 이해점검 표지를 사용
하고 있다. 이후에 순서 120, 123에서 각각 학습자에게 5~6초 정도의 휴지
를 두어 학습자 개별로 이해를 점검하고 교사의 응답을 재구성할 시간을
제공하였다.

2) 기본적인 대인 관계용 질문
중급 학습자의 경우 자신의 정보에 대한 한국어 표현을 어느 저도 숙지
한 상태이다.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학습자 정보를 활용하여 목표 표현을 노출하고, 학습자가 이
를 직접 가늠하고 추측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한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질문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국가나 지역과 같은 개인 정보나 호불
호 등을 활용하여 묻고 대답하는 수업 전개 양상이 나타났다.
[자료 37]
29 T

: 여러분 보통 다른 나라에서:: 는 사우디에서
는... 초콜릿 사간다고 했어요 중국에서는 뭐
사가지고 가나요? 과일↗? 국수?
◀ 문화권에 대한 질문

30 S@,@1

: 과일 음료수

31 T

: 대만에서도?

32 S2

: *****침묵(6.34)........국수

33 T

: 국수? 국수 사가지고 가면 병원.. 불어요? /안

◀ 문화권에 대한 질문

불어요/? (웃음) 그러면... ○○씨가... 음 미국
에서는?
◀ 문화권에 대한 질문
34 S1

: ........... 음..... 몰라요

35 T

: 몰라요? 왜 모르지? 안 가봤어요 병원─
구 ? 러시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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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 문화권에 대한 질문
36 S4

: ........ 그냥 ........ 먹는? 먹..먹을 거:: 그냥......
그냥 가도:: 되고

37 T

: 그냥 가도 되요? 콜럼비아─ 에서는? 꽃이랑
과일 같은거... 뭐 안 사가요 ? 그러면 □□씨
는... 음...... 인도네시아에서는?
◀ 문화권에 대한 질문

38 S6

: 과일....... 과일 빵....... 음.... 사탕..... :: 케이크

39 T

: 맞아요. 아니면 요즘에는 케이크도 많이 사가

음
지고 가요 한국에서는 빵이랑 케이크 :: /치킨/
도시락 이런 것을 사서 가면은 안 되죠.
40 SS

: ******(웅성거린다)(웃음)

41 T

: (웃음) 혼나요

◀ 학습자의 정의적 반응
42 SS

: ******(웅성거린다)

43 S@

:

44 T

: 한국에서는 문::병─을 갈 때 빈손으로 가지

→ 정말이에요?
않는 편이에요
◀ 한국 문화에 대한 정보 제공

[자료 37]의 교실대화에서 교사는 문병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하
여 학습자에게 순서 배당을 통하여 각국의 문병 문화를 알아보고 있다. 순
서 24에서 S1이 잘못된 어휘를 사용하자 이에 대한 명시적 수정 요구를 순
서 25에서 교사가 요청하고 있다. 이렇듯 도입 부분에서 다른 주제를 도입
하고, 순서 29로부터 학습자 각각에게 순서 배당을 통해서 각국의 문병 문
화를 묻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은 활발히 이루어지지만 학습자 개인의 응답
에 일일이 교사가 반응을 보이면서 교실 상호작용이 양적으로 활발하게 일
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2.2.3. 반응
1) 확장된 연습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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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현(2012)에 따르면, 중급 학습자는 어느 정도 설명어휘장을 확보하
고, 담화 구조와 사용 상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다. 어휘와 표현을
즉각적으로 연습하고 수정하게 되는 초급 학습자와는 달리 중급 학습자는
어휘와 표현이 하나의 기능을 실현하는 형태로 발전한다. 교사는 이러한
중급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습과 활동을 맥락 및 담화 상황을 바탕
으로 학습자 참여를 증진시키는 반응을 보인다.

[자료 38]
243T

: 여러분, 자, 그러면,

단어를 복습합니다. 단

어, 단어, 아까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걸 봤어
요. 그런데 이거를 게임식으로 할 거에요. 일단,
먼저 받아보세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 제가 생
각할 때는 방법은 여러가지인데, 자, 짝과 이렇
게 반을 접으세요. 네, 그래서, 접어볼게요 먼저.
앞으로 복습시간에도 이렇게 할거에요. 제가 가
라고 할때는 지금 여기에 있는 단어를 외우셔야
해요 무슨 뜻인지. 괜찮아요?
◀ 확장된 연습에 대한 설명
244SS

: 네

245T

: 그리고 나라는 학생은, 나 단어만 외우세요.
그러면 한명 학생은, 지금 가를 공부해야하고,
○○씨는

나에

있는

단어를

외우셔야해요.

100% 알아야돼요 여러분, 그리고, 자, 한 3분
정도로 괜찮아요? 네, 다 배운단어니까, 그 다음
에,
◀ 확장된 연습에 역할 배당
246S5

: 그 다음에?

......둘이서?

247T

: 둘이서, 두 분이서 그냥 게임을 하는 거에요.
이 단어를, 이 단어를, 자, 먼저 그러면, 제가 다
시 설명할게요. 3분 동안, 자기가 맡은 단어 있
죠? 그거 뜻하고 스펠링까지 모두 외우세요. 자,
시작.
◀ 확장된 연습 유도

248 SS

: ***** (3분 연습) (웅성거린다) (짝활동을 통
한 단어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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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T

: 자 이제 그만 - 제가 팀별로, 이 카드를 하나
씩 나눠드릴게요. 한 팀이에요, 그죠, 한 팀이죠.
그런데, 지금 나눠드린 단어를 모두 집어넣으세
요. 집어넣으세요, 넣으세요, 보이지 않게. 절대
보면 안 되요. 보이지 않게. 보면 안되요, 네, 보
면 안 되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주
면은, 그 단어를 제가 5,4,3,2,1, 할 때 딱 들어
주시면 되는 거에요. 네, 그래서, 우리 내기를
할까요? 이긴 팀 뭐할까?

위의 [자료 38]에서 교사는 순서 243에서 학습자간 짝활동을 통해서 확장
된 연습을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어휘지식을 재구
성하도록 하며, 교실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전략적 피드백을 전개하는 교
수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어휘지식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게 되고, 경쟁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사와
의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2) 용례를 중심으로 한 반응
중급 학습자들은 초급과 달리, 교실 상황에서 주어지는 입력보다 교실
밖에서 주어지는 입력이 크게 작용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들은 교수 이
전에 이미 교수지식을 지니게 된 경우도 있고, 의미 기능에 대한 내재적
지식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선정된 목표 표현은 수많은 용례를 바탕으로
수많은 상황에서 쓰이게 된다. 한국어 교실에서는 필연적으로 목표가 되는
교수항목이 있고 핵심적인 교육 내용이 존재한다. 중급에서는 이를 활용하
여 선행절과 후행절의 연결 관계를 이해하게 하고 그것의 사용 상황을 함
께 제시하는 것이 교수 언어의 주요 특징이 된다.
[자료 39]
78 T

: 어제 친구를 3시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79 S1

: ......아, 기분이 나빴겠어요.

80 T

: 여러분 이 겠습니다— 는 여러분,

81 S2

: → ...... 네?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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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T

: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만약에 아버
지가 편찮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
면 여러분은 저에게 이야기해요, 저에게 이야
기해요, □□씨 다시.....
◀ 용례 제공

83 S3

: 선생님 기분이 나쁘겠어요.

84 T

: 아버지가 주어로?

85 S2

: 선생님 아버지께서 기분이 나빴겠어요 이거
괜찮아요?
◀ 용례에 대한 질문

86 T

: 괜찮아요. 그런데 나쁘셨겠어요. 더 되..돼요.
나쁘시다 써요. (칠판에 판서) 시+었 써서 다
시 한 번 정확하게 말해봐요.
◀ 용례를 중심으로 하는 발화 유도

87 S3

:

선생님.....

아버지께서

기분이

나쁘...시..었

─? 겠어요.

위의 [자료 39]에서 순서 82와 순서 86에서 교사는 선어말어미 항목을
교수하면서 용례를 바탕으로 학습 항목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위
대화와 같이 교사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용례 제시는 학습자의 호기심을 자
극하여 지속적인 대화 참여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화 맥락을 이해
하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대
화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다. 또한 학습자는 다양한 수정전략을 통해 의
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키고, 해당언어의 제2언어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화자는 이를 통해 추가적인 언어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해당 언어
지식을 이해하는 과정을 보조하고,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2.2.4. 강화
1) 자기수정을 유도하는 재발화 요청
기본적인 문형 및 표현, 어휘실력을 갖춘 중급 학습자는 스스로의 발화
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권윤희(2010)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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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교사가 학생의 중대한 발화 오류를 간과하면 오류가 반복되어 화석
화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고, 반대로 오류를 무작정 고쳐주게 되면 학생은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만을 가지게 되어 자신감과 발화 의욕이 저하되나,
자기 교정은 자신이 직접 올바른 형태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성취감과 함께 자신감을 부여하게 된다.
[자료 40]
44 S2

: 인가보다.

45 T

: 인가보다. ........... ?

46 S@

: ......명사.

47 S2

: 아버지 인가보다.

◀ 학습자 발화 반복을 통한 문제발생 암시

48 S2

: 나보다?

49 T

: 없어요? 다시?

50 S2

: 응. 나보다는....

51 S@

: 아 친구가 온가.. 왔나? 왔나보다?

52 T

: 응. 그럼 정리해봅시다.

◀ 자기수정을 유도하는 반응

◀ 완벽한 문장으로 재발화 요구
59 S5

: 이거... 친구가 왔나보다 했는데, 아버지 인가보다.

60 T

: 좋아요. 여기서 을까봐요 에 동사. 적합한 동사를 찾아야 됩니다.

[자료 40]의 교사는 순서 45에서 학습자 S2의 자기수정을 유도하면서 교
실 학습자들이 올바른 문형을 발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
사는 문제 발생을 암시하고, 학습자들은 다양한 대답을 통해서 올바른 문
형을 생산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순서 49에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재차
수정을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점차적으로 적절한 문형으로
발화하게 된다. 중급 학습자를 교수하는 교사는 학습자 수준에 대한 인지
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직접 자기 교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도 전략
을 함께 사용하여 학습자의 자기 수정을 유도하는 교수언어를 구현하는 양
상을 보였으며,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적절한 형태로 응답을 구현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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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리적인 내용 수정 요청
중급 학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학습 항목을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데서 발
생하는 오류보다는, 그 어휘화 표현이 사용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연계하여
자신의 생각을 형식에 맞추어서 전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사고가 유창
하게 언어로 전환되지 않는 중급 학습자의 경우 생각을 구조적이고 논리적
으로 표현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발화가 많다.
[자료 41]
144 T

: 동생에게 청소를 하라고 했더니 동생이…….
어, 동생에게 청소를 하라고 했더니 동생이
알았다고 했어요. 뭘 먹겠어요?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했어요. 한 번 여러분이 해볼까요?

145 S@

:

................(침묵)

(3.55)

학교에........먹자

146 T

: 학교에 빨리? 먹자고? 다시 말해볼까요.

147 S@

: 학교에 빨리 가자고 했더니... 어... 밥을 먹겠

고..........빨리 아니 학교에 빨리 먹자고
◀ 논리적인 내용 수정 요청
다고....

[자료 41]의 순서 145에서 학습자는 교사의 발화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만,
내용이 논리적이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에 교사는 순서 146에서 내
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다시 말해볼까요.’와 같은 명시적 발화
를 통해 요청했다. 중급 교실에서 교사는 학생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
의 발화를 구조적이고 상황 맥락에 적절하게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내용 수정 요청을 제시하였다.

2.2.5. 확장
1) 구어의 특성을 고려한 상호작용
말하기는 즉각적이고 직시적인 소통을 전제로 한다. 초급에서 학습한 내
용을 바탕으로, 중급 학습자는 ‘생존을 위한’ 한국어에서 ‘대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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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즉 본인이 원하는 상황 별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욕구를 표현하
게 된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초급 단계에서의 말하기가 표현의
정확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중급 단계에서는 내용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
로 구어에 적절하게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의 교수언어는
구어 표현 능력과 담화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자료 42]
112 T

: 좋아요 잘했습니다. 어, 근데 홍콩은 4월부터
6월까지 조금 추워요? 날씨가 어때요?

113 S9

: 조금 추워요요

114 T

: 보통 추워요는 겨울 날씨에 추워요 이야기
해요. 시원해요.
◀ 구어의 특성을 고려한 부연설명
근데 얼마전에 온도가 15도 몇 도쯤 되요?

115 S9

:

18도에서

25도...

육...

육....월에는?

육

음......
116T

: 오~오~ 좋아요 보통 18도에서 25쯤은 쌀쌀
해요, 많이 말해요. 쌀쌀해요로 하면 많이 좋아
요. 그리고 여러분 '유' '유' '유' 발음 어떻게
해요.
지]

[유월까지]
[유월까지]

[육월까지]아니에요
이야기

해주세요.

[유월까

한국사람들

못 알아 들어요
◀ 화맥을 고려한 교수언어
117 S9

: [유월....] 까지

118 S2

: 유월....

119 SS

: (산발적으로) 유월...

120 T

: 좋아요 잘했어요,

[자료 42]은 학습자와 교사가 날씨를 주제로 교실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
이다. 학습자는 순서 113에서 시원하다는 응답을 제시하며, 이는 형태상으
로는 적절하지만, 단어가 쓰이는 맥락의 차원에서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교
사는 순서 114에서 학습자에게 ‘시원해요’라는 어휘를 제시하여 학습자
응답을 수정하고 있다. 또한 순서 116에서는 학습자 발음을 수정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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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육월]’로 발음한 내용을 ‘[유월]’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실제 발화상황을 근거로 학습자와 상
호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3 고급
2.3.1. 설명
1) 한국 시사 현안을 활용한 설명
고급 학습자의 경우 한국 문화 및 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시사
현안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설명에 대한 이해가 높다. 한국어에 대한 이해
가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는 단계인 것이다. 또한 교재
자체의 구성도 한국 문화 및 사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급 학습자 교실에서 교수언어는 한국 시사 현안을 다양하
게 활용하여 예시 및 부연 설명을 제공하는 형태로 구현되게 된다.
[자료 43]
52 T

: 그 다음에 또, 저소득층 자녀, 이런 아이들이
집에서 또 밥을 못 먹고 있고, /또/ 독거노인들
도 집에 있고 이러니까 그런 무료 급식들이 필
요하죠. /다음/, 교육 봉사. 이제 봉사활동인데,
교육. 가르치는 것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
요. 요즘 한국같은 한국에서처럼 다문화가정의
결혼 이민 여성이... 제도에서 잘 못 도우니까
그런 부분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도 있고, 한국- 문화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가서 공부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게 봉사활동, 교육봉사입니다.
◀ 한국 시사 현안을 활용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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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3]의 교사는 교육봉사활동의 예를 들면서, 한국의 결혼이민여성이
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칠 수 있다는 한국의
현안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고급 학습자들의 경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 교사가 제시하는 한국 시사 현안의 예
시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다.

2) 사회언어학적 맥락을 고려한 설명
고급 학습자 수업에서는 수업에 등장하는 어휘가 세분화·고급화되고
유사한 의미장을 지닌 어휘라고 해도 쓰임이 제각기 다르다. 또한 등장하
는 표현도 미묘한 뉘앙스 차이에 따라서 의미가 천차만별이다. 이 과정에
서 고급학습자는 사회언어학적 맥락 및 전략적 발화에 대한 필요와 문제의
식을 지니게 된다. 교사는 학습자의 이러한 필요 및 능력을 바탕으로, 설명
자체를 사회언어학적 맥락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자료 44]
33T

:

첫 번째 문장. 오랫동안, 한 번 읽어보세요.
오랫동안 집을 비웠더니 냉장고에 먹을 것은
고사하고 마실 물조차 없었다.네. 한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가 집에 들어가서 아 너무 배
고프고 뭔가를 먹어야겠다. 냉장고를 딱 열었
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좀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먹을 거는 물론이고요, 물도 없는 거
예요. 그래서 먹을 것은 고사하고 마실 물조
차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우리가 무슨
뜻일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쉬운 맥락에서 잘
안써요
◀ 맥락을 고려한 설명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거기 찾으셨나요?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이번에도 장학금
받으세요. 그랬더니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 지
금 생각 어떤 것 같아요? 아 장학금은 고사하
고 수료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학금
은 고사하고 수료도 못 할 것 같아서 걱정이
에요. 이렇게 조금 더 격식이 있는데서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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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쉬운 것도 아주 힘들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문법이에요. 원래 고사하고는 우리
이전에

환경오염에서

말라죽다로

쓰였어요.

그거랑은 다른 의미로 쓰이는거에요. 사전에
찾아보면 아예 다른 의미에요
◀ 동음 이의어를 고려한 설명

[자료 44]의 한국어 교사는 학습자에게 ‘~는 고사하고’ 라는 목표 어
형을 교수하고 있다. 한국어 실제 맥락에서 ‘~는 고사하고’라는 어형은
빈도가 높지 않으며, 좀 더 공식적이고 격식있는 맥락에서 사용된다. 따라
서 교사의 첫 번째의 예문은 상황 맥락에 최고로 적절하게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발화를 수정하면서, 두 예시를 비
교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3) 한자어를 활용한 설명

한송화(2004)에서는 중급 이상의 제2언어 학습자가 직면하는 가장 큰 어
려움은 발음이나 문법이 아니라 어휘 방면이라고 하는데, 한국어 학습자들
이 겪는 한자어 관련 어휘의 문제는 보다 심각하다고 보인다. 직관이나 경
험으로 고유어와 한자어를 구분할 수 있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는 달리, 한
국어 학습자가 한자어를 인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강신항(1983)에 따르면 한자어는 표의문자(表意文字)이며 조어력이 풍부
하여, 개별 한자어의 특성에 따라 2만 개의 단어를 기억하는 것과 비슷한
어휘력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노명희(1998)에서는 한자어의 종합적 특징과
분화적 특징이 학술 용어나 번역어 등에서 한자어의 풍부한 조어력을 갖게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국어에서 많은 신어(新語)들은 한자어 기존 어휘에
서 한 형태소를 바꿈으로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국어를 목표
언어로 하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어휘 학습에 한자어 학습이 필수
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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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5]
67 T

:

5년 8월 15일에 일본에서 독립을 했고 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 시작된 거죠.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53년 7월 27일에 휴
전 협정을 맺었는데, 휴전, 휴식할때처럼 잠깐
쉬는 것. 휴.
◀ 한자어 휴(休)를 명시적으로 활용 및 언급
이제 휴전을 하기로 서로 사인을 하고 서류로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비디오 하나 보여드리
겠지만, 한국 정부 한국 대표는 사인하는 데
서 제외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의사가 아
니라 다른 나라들이 그냥 한 셈이 된 거에요.
여기서는 의사가 뜻. 뜻의 의미하는 것.
◀ 한자어 의(意)를 명시적으로 활용 및 언급
그냥 한국 대표가 가서 우리도 동의 한다 이
런 사인을 한 건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인하고 그냥 휴전이 된 거죠.

위의 [자료 45]에서 교사는 한국의 역사 중 6.25에 대한 텍스트를 제시
하면서, 어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자어 휴(休)와 의(意)
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학습자가 어휘장을 확장하고, 해당 어근을 바탕으
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설명의 교수언어를 구사하였다. 이처럼 고
급 교실에서의 교사 언어는 한자어 어휘를 설명하기 위하여 한자어를 활용
한 설명을 제시하는 빈도가 높았는데, 특히 한자어 파생어, 한자어 접두사
를 활용하여 설명을 제시하는 양상을 보였다.

2.3.2. 질문
1) 학습자 견해 묻기
학습 단계가 진척되면서, 학습자는 정확하고 유창한 발화 뿐 아니라 자
신의 생각을 구조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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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관심분야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교사는 이렇듯 고급 단계에서 지향하는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개별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학습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 유형을 구사하게 된다.
[자료 46]
188 T

: 자 두 번째 문제, 텔레비전이 사라진 후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1번, □□씨가 읽어볼게요.
티비가 사라진 후, 부모님의 일이 늘어날 것
이다. 여러분, 티비가 사라진 후에 부모님의
일이 늘어날까요? 그렇다. 그렇다. □□씨 그
렇다 ■■ 씨 그렇다. ▽▽씨도. 그럼 아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아니다 에요? 부모님의
일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대로다. ▽▽씨, 아
까 그렇다고 했죠? 부모님의 일이 어떻게 늘
어날 것 같아요?
◀ 학습자의 견해 묻기

189 S2

:

생각 힘든 일? 왜요? 애들을 잡아야되요. 놀
아줘야되요.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 학습자의 의견 표현

190 T

: 여러분, 애기 없죠? 애기 없는데 어떻게 이렇
게 잘 알아요? 애기가 없어요. 알아요.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자료 46]에서 교사는 ‘텔레비젼이 사라진 후의 변화’라는 내용을 교
수하면서, 해당 연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순서 188에서 학습자의 의
견을 묻고 있다. 고급 단계의 학습자들은 교실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의견
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상호작용을 진행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명시적으로 교수한다기보
다는, 학습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상호작
용을 통해 암시적으로 학습자를 교수하는 교수언어를 구사하게 된다.

2) 다른 학습자 의견 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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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교실에서 교사는 다른 학습자의 의견을 묻는 형태의 질문을 제시하
게 된다. 이와 같은 질문 유형은 학습자 상호간의 토론 및 대화를 유도하
여 학습자가 자신의 발화를 재구하고, 활발한 의사소통 전략을 활발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사회언어학적 뉘
앙스를 고려하여 말하게 되고, 교사는 중재적 입장에서 학습자에게 화용적
현상 및 전략적 능력을 조정하며 제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료 47]
117 T

: 네. 지금 정부가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이 되어서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줄
이겠다고 발표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을 생각하고 이 문장을 다시 보시면 이해가 더
좋은데 지금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 상황
도 그런데 정부가 아 내년부터는 너무 돈이 많
이 드니까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예산
혜택을

줄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학습자의 의견 묻기
118 S1

:

어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 지금도 많이 않은

데 더 줄이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
서 정부가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주지는 못 할
망정 혜택을 줄이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 거.
119 T

: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더 지원해야 하면
어떨까요?
◆◆씨, ○○씨가 더 지원해주자고 했는데 어
떻게 생각해요?
◀ 다른 학습자의 의견 묻기

120 S3

: 그러면 근데 경제가 어려운데, 다 줄인는데
당연히 좋긴 하지만 장애인 도울 때.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이유가 이유가

[자료 47]에서 교사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토론학습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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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순서 117에서 현안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면서,
학습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묻고 있다. 순서 118에서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바탕으로 순서 119의 교사는 다른 학습자에게 순서
배당을 통해서 의견을 묻고 있다. 이는 교수언어를 통한 의도된 토론의 양
상을 띠는데, 학습자는 이 과정에서 교사의 교수언어를 바탕으로 상호 의
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고급 학습자들 간에 교사의 조율 없이 의견 교
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교사의 교수언어를 통해 토론의 구도를 형성
해주는 것이 상호작용의 양상에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2.3.3. 반응
1) 학습자간 상호 수정 유도
고급 교실에서 학습자는 비교적 긴 내용을 발표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는 일이 많았는데, 교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기보다
는 다른 학습자에게 순서를 배당하는 교수언어를 구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상호간의 역동적인 교섭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는 과
정을 거쳤으며, 교사는 중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자료 48]
147 T

: 그러면 내용은 이해했는지 물어볼게요. 어떤
실험을 했대요. ○○ 씨 여기서? 실험 내용이
뭐에요?

148 S1

: 이거요?

149 T

: 네.

150 S1

: 텔레비전이 있는데 애틋하고..

151 T

: ●●씨, ○○ 씨가 말한 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 다른 학습자의 의견 묻기

[자료 48]의 교사는 학습자의 내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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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47에서 학습자 S1에게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다. 학습자는
순서 150에서 잘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
사는 학습자 151에게 순서 배당을 통해서 수정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습자 상호수정은 고급 교실의 특성인데, 일정 수준 이상의 한
국어 능력을 갖춘 한국어 학습자간에 상호 협력을 이루면서 응답을 점검하
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수정을 제공하는 학습자는 오류를 수정하면서도
수정을 받는 학습자의 체면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대화전
략 또한 내면화하게 된다.

2) 학습자간 활동 중심적 반응
교사는 고급 학습자에게 초·중급에서와 같이 제한적인 상황이나 유도
를 제공하지 않으며, 학습자가 내용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비판하며, 유사
한 형태의 내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러
한 상황에서 교사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토의하게 하거나, 문화적 소양 및
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내용 및 구성의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다.

[자료 49]
11 T

첫 번째 꺼, 속담이 5개나 나와요. 다 속담 뜻
다 알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가는 말이 고
와야 오는 말이 곱다.가는 날이 장날이다.윗물
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다 알아요?옆에 설명이 있어요.그런데 왼
쪽에 있는 말이랑 오른쪽에 있는 말이랑 설명
이 똑같아요? 안똑같죠? 우리 연결해야되요.

12 S3

: 어려워요...

13 T

: 어려워요 그러면 짝이랑 상의해서 어떤게 맞
는지

한번

이어보세요.옆에

친구랑

상의해서.

꼭 상의해서. 알았죠? □□씨가 맞대요? 맞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긴 한데 모르죠 아직.
여러분 다 연결했어요? 혼자 하는 거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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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같이 얘기하면서 했죠?
◀ 학습자 중심적 반응 유도하기

[자료 49]의 교사는 속담을 교수하고 있다. 순서 11에서 학습자들에게 활
동을 통해 속담을 파악할 것을 요청하는데 순서 12의 학습자가 활동을 해
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순서 13에서 교사는 학습자들 간
의 활동 및 짝활동을 유도하여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실에서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수정이나 평가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학습자 상호간의 수정 및 활동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
도록 하는 교수언어의 사용이 나타났다.

2.3.4. 강화
1) 다른 표현을 활용한 재발화 요청
고급 단계에서는 다양한 표현 및 대안적 어휘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교사는 학습자의 발화에 대해 다른 학습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재발화를 요청하는 교수언어를 구현하였다. 학습자는 동료 학습자
가 제시한 대안적 표현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화용적 맥락을 확
장시켰으며, 교사는 화용적 맥락을 고려하여 가능한 표현과 불가능한 표현
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언어적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자료 50]
203 T

: 5번 굉장히. 맞아요. 굉장히 좋아요. 종일도
괜찮긴 한데 한 번 다른거 종일 다른것도 도
있나 봅시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에서. 굉
장히 바빠서 어때요,
◀ 다른 표현을 활용한 재발화 요청

204 S2

: 종일 굉장히... ?

205 T

: 어제는 굉장히 바빠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 학습자 응답
지금 여러분 뭐라고 썼어요. 그럼 종일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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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도 썼어요? 사실 종일 앞에 뭐 온종일 하
루종일 이런 말이 오는 게 좋아요. 그런데 종
일 바쁘다 라는 말도 사용이 되요. 그래서 이
거는 두 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굉장
히 바빠서도 괜찮죠.

[자료 50]은 학습자와 교사가 함께 연습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순서 203
에서 교사는 학습자 발화에 대해서 다양한 다른 표현을 발화할 것을 요청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단 하나의 표현이 아닌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발화를 확장하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교사는 순서 205에서
가능한 표현을 정리함으로서 학습자가 구현할 수 있는 화용적 표현을 제공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표현을 다양화하고, 언어의 뉘앙
스를 파악하게 된다.
2) 동료 학습자의 견해를 활용한 평가
고급 단계에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과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교사의 발화는 주로 학습자의 의견 및 동료 학습자의 견해를 바탕
으로 하여 제시된다. 교사는 학습자 간의 견해를 비교하고, 자신의 내용에
근거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강화의 교수언어를 사용하여 학습자가 상대
방 주장의 허점을 지적하고, 본인의 의견을 설득력있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51]
211 T

■■씨 부터죠.얼마 전 발표된 중학교 토요일
체육 활동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학생은 학교 체육 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
다. 맞죠? 어떻게 생각해요?
◀ 학습자의 견해 유도

212 S3

: 필요해요 - 필요하다고 90퍼센트가 응답했
어요.
◀ 학습자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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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T

: 근데 이에 못지않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도 상당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
러면 필요해요? 맞은 거에요?
◀ 동료학습자의 견해 유도

214 S1

: 글...그런거는

그 의견과 다르게 그 의견처

럼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상당수..역
그런데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의견...이니까.
◀ 상대방의 의견 반박
215 T

: 맞아요. 그러니까 맞고 틀린게 아니에요.

위 [자료 51]은 학습자와 교사가 중학교 토요일 체육활동에 대한 견해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순서 211에서 순
서를 배당하여 발화를 요청하고 있다. 여기에서 순서 212의 학습자는 자신
의 견해를 다수의 논리에 근거하여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가
주장한다고 해서 곧 옳거나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순서 213에서 다른 의견을 유도하면서 S3의 견해를 비판 및 평가할 것을
유도하는 교수언어를 구사하였다. 이에 따라 순서 214에서 학습자는 의견
을 제시하여 다른 학습자의 의견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다른 학습자와 다른 견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
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견해를 조리있게 말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2.3.5. 확장
1) 한국어 사용을 위한 동기부여
대학 부설 언어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경우 학
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와 같이 대학 진학, 대학원 진학 등의 뚜렷한 동기
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교사는 학습자에게 목표가 되는 동기를
명시적으로 발화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도전적 과제를 제
시하였다. 이 경우 학습자는 자신의 필요를 바탕으로 더욱 능동적으로 과
제를 해결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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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52]
290 T

: 여러분도 그 아시죠 외국어를 잘 하는 것처
럼 보이려면 그러니까 저사람 한국어 잘해요
이렇게 한국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발음 때
문이에요. 발음이 좋으면 한국어를 잘 하는 것
처럼 느껴져요. 발음이 나쁘면 고급학생이라도
발음이 나쁘면 한국어 잘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요.
◀ 한국어 사용을 위한 동기 제공
그래서 발음이나 억양, 억양 intonation 그러
니까 억양을 여러분들이 한국사람처럼 하는 연
습을 계속 해야되요. 왜냐하면 대학원 준비반
에서는 거기에서는 발음 수업을 전혀 안해요.
안해요! 발음수업을. 대학원 수업 준비하는 학
생들 수업에서는 발음 수업을 아예 안 하는 이
유가 배웠다고 생각해요.
◀ 학습자에게 한국어 발음 연습의 당위 제공
그리고 고급 학생들이 발음이나 억양을 고치는
것은 아주 힘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책을 읽거나 한국어로 대화할 때, 발음하고
억양을

한국사람처럼

하는

연습을

해야해요.

제 말 이해해요?

위의 [자료 52]에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한국어 발음을 연습을 위한 동기
및 당위를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듯 고급의 학습자들에게는 구체적
으로 교사가 학습자에게 한국어 학습의 동기 및 당위를 발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고급 학습자 대부분이 현실적인 동기를 갖고 학습하는 경
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 학습자 주도의 설명
한국어 고급 수업의 경우 단계가 올라갈수록 수업 자체가 학습자 주도적
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교사는 발표수업, 그룹 토론 수업,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 주도적인 수업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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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설명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의 경우에도, 교사는 학습자에 대한 신
뢰를 바탕으로 명시적인 교수언어를 통해 학습자에게 주도권을 이양하고,
학습자가 교사의 위치를 대신하여 설명을 하게 되는 교실 상호작용 양상을
보인다.
[자료 53]
122 T

: 자, 좋아요. 이제 ○○씨─조사한 거. 조사한
거 교실 앞에 나와서, 모두에게 설명 한 번 해
봐요.
◀ 교사의 순서 배당

123 S2

: 어, 2번은...... 같은 일을 하는 거. 같은 직장
에서. 우리 한솥밥을 먹는 사이에요. 같은 직장
에 다녀요.

124 T

: 그 다음, 남은 게……. 선생님이 지금 줬죠? 이
거 속담이에요. 속담. 누가 나와서 설명해볼까
요.

125 S4

: 속담이요?

126 SS

: ****(웃는다) (웅성거린다) (6.52)

126 T

: 어,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아는 것만 설명해
주세요. 알겠지? □□씨 나와서 설명해줘. 해볼
래요? 싫어요? 친구들이랑 다 수업해볼게요.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제 없어요 없는 사람처럼.
시작!
◀ 교사의 학습자에게로의 순서 이양

127 S4

: *****(웃는다) (앞으로 나간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도끼 알아요?

128 SS

: 네..... (웃는다)

129 S4

: 도끼 예를 들어서 발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30 S@

: 발을...... 믿어요?

131 S4

: 아니 믿는데.... 도끼를 믿었는데....... 도끼가

132 S@

: 아 배신

이 친구가 믿어요. 자기 친구를

나를 아프게........해요
133 S4

: 맞아 맞아요 /배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알아요?
134 S1

: 네 알아요.

135 S4

: 친구, 이 친구는 몰라요.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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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 상호작용 및 학습자 주도 도입
136 S1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우리 사이
에 같이 살아요. 우리 내가 좋은 말해요 우리
나쁜 말해요. 나한테 나쁜 말해요. 친구한테 친
구 사이에 다른 사이에 똑같아요. 우리 다른 사
람에게 해도 좋아요.

137 S4

: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못되게 질문
하면 그렇게 대답 받을 수 있어요. 좋게 인사하
면 그렇게 저 인사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 야 잘 왔어? 그러면 그 사람도 잘 왔어. 예
를 들어서 뭐뭐씨 잘 오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
도 감사합니다. 알겠죠? 못되게 얘기하면 그 사
람은 그렇게 대답 받을 수 있어요.

[자료 53]의 순서 122에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명확한 순서 배당을 통해
서 학습자 설명을 유도하고 있다. 이어 순서 126에서는 교사가 담당하는
역할을 학습자에게 배당하는데, 이는 학습자 수준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바탕으로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발화로 보인다.
이후 속담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순서 127에서 학습자는 ‘믿는 도
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의 의미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순
서 130 이후에서는 교사와 상호작용을 할 때보다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순서 135에서는 설명을 맡은 학습자 S4가
다른 학습자에게 순서를 배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후 순서 136에서 다른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속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고, 순서 137에서는
학습자가 예시를 구체화하며 상호작용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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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국어 교사를 위한 교수언어 교수·학습 방안

1. 한국어 교사를 위한 교수언어 교수·학습 목표
교사의 교수언어는 학습자 상호작용을 위한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학습자는 교사의 발화를 접하는 순간 기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여 출력에 참여한다.
따라서, 교사의 교수언어 사용 유형 및 방식에 따라 교실 상호작용의 양상
은 크게 달라진다. 정혜영(2002)에서는 크라센의 가설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이해 가능한 입력의 제시가 언어습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교사가 학생에
의미가 있는 입력을 선택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와 수업기술의
가이드라인에서 ‘입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먼저 자신이 발화하는 내용이 어떻게 하면 학생이 이해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를 고려해야 한다. 교사의 교수언어가 부적절하게 구현된
교실의 상호작용은 비활성화되며, 이로 인하여 한국어 학습 또한 역동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 교사는 적절한 교수언어를 바탕
으로 교실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학습자의 응답에 대하여 유연하고 열린
태도로 반응하도록 교수언어 유형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 양상 및
효과에 대해서 숙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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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 교사를 위한 교수언어 교수·학습 내용
2.1 설명
2.1.1. 설명 발화의 자기반성적 점검
교수언어는 근본적으로 상호작용을 유의미하게 촉진하려는 ‘의도성’
을 갖추었을 때 상호작용을 활발히 이끌어낼 수 있었다. 교사가 일방적으
로 학습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진 수업에서는 학습자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기계적으로 ‘네’와 같은 응답 표지만을 학습자로
부터 이끌어 내는 경우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상호작용이 비활성화되는 교실의 경우 설명 발화가 일방적이며 산만하고,
과도한 형태로 제시되는 양상을 보였다.
설명 발화는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인 동시에 상호작용을 도입하
는 시작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학습자가 설명 발화를 이해하지 못하
게 되면 상호작용은 비활성화되며, 교사는 학습자 이해를 위해 다시 교사
도입을 통해 설명을 구현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학습자에게 주어진 교
수언어로 이해가능한 입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방적인
교수언어로 상호작용이 회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주로 학습자 수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교사에게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를 위해
서는 교사가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설명을 논리적이며,
구조적으로 조직화해야 하며, 적절한 분량으로 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수경력이 부족한 교사가 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갑자기 하게 되기
도 어려울뿐더러, 스스로의 교수언어에 대한 인지 또한 부족한 상태에서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발화를 생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 계획 및 사전 점검 과정에서 자신의 발화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형
태로 구성하고, 이를 동료 교사 및 경력 교사에게 점검받는 행위를 통해서
발화를 계획하고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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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념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학습자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이
를 시각적, 청각적 자료를 통해서 재구조화하는 과정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이해 가능한’ 입력의 형태로 추상적인 개념
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설명 발화를 과도한 분량으로 발화하였는데, 수업의
원활한 진행 및 학습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 참여를 촉진하기 위
하여 적절한 매체를 바탕으로 교수언어를 일부 대체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
필요한 일방적 설명을 과감히 생략하는 과정 또한 필요한 것이다.

2.1.2. 설명과 학습자 배경 지식 연계
많은 한국어 교실의 학습자가 성인이며, 이들은 해당 문화권이나 모어에
대해서 교사보다 나은 이해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어 교실에서의
상호작용 책임 및 주도권이 교사에게 있고, 학습자들은 한국어 지식 및 이
해의 부족으로 한국어 교실의 상호작용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학습자에게 상호작용의 책임 및 주도권을 일부
이양하는 것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최주희(2006)에서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의미
를 구성하도록 화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교사가 학습자의
경험과 지식을 화제에 결부시키는 설명을 구사하면, 상호작용에 흥미를 느
끼며 목표어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조직하여 표현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
에 자신의 언어적 능력을 노출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넘어서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경우 자신의 지식을 대화로 끌어들이고, 능동적인 태
도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어 교실수업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게 되어 상호작
용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어 수업에서 상호작용이 활성화된 교실의 경우 교사가 한국
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학습자의 모국이나 모어 및 문화권에 대한 예시를
드는 경우, 이후의 상호작용에서 가장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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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언어의 학습자가 되며 학습자 주도로 인한 상호작용 도입도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다른 학습자들의 흥미도 유발하여 학습자 간 상호작
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2.2 질문
2.2.1. 유의미한 이해점검
한상미(2001)에서는 한국어 교사가 나열형 질문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점을 한국어 교사말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문선미(2007)에서도 학
습자에게 나열형 질문을 통해 교사가 ‘N이 뭐죠?’라는 질문을 반복적으
로 사용하는 것이 교실 상호작용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이러한 교사 발화의 대안으로 학습자를 위하여 ‘충분한 삽입 구조’
나 ‘기다리는 시간’을 제공할 것 등이 논의된 바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
국어 교사의 질문에서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중단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
사가 애초에 발화를 구성할 때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질문을 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충
분한 시간을 두지 않아서 학습자 응답이 존재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오히려
교사가 애초에 학습자의 응답을 고려하지 않고 확인점검의 의도 없이 교수
언어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통적이고 일방적인 수업의 형태로, 일방적 지식전달을 통해 교수
언어를 구성하는 수업 유형의 잔재로 볼 수 있다. 교사가 질문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질문을 바탕으로 학습자와의 적극적인 상호작
용을 통해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교수목표이자 의지이다. 이는 교사
의 인내와 전략적 발화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질문을 바탕으로
하는 교수언어를 통해 촉진된 교실 상호작용은 교사와 학습자간의 적극적
인 의미협상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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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2.2.2. 공평한 순서배당
일반적으로 대화 과정의 ‘질문(質問)’이란, 담화 상황에서 모르는 것,
더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할 때, 즉 인식과정에서 의문이 생겼을
때 청자로 하여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도록 요구하는 발화
행위이다. 이창덕(2008)에서는 ‘교사 질문’을 기본적으로 교사가 몰라서,
학생을 통해서 그 모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언어적 정보를 요구
하는 것이 아니므로, 순수질문이라기 보다는 수사적 질문이며,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본다. 최주희(2008)에서는
한국어 교실의 상호작용을 위한 양상 중 하나로 질문을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어 학습자의 인지를 자극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기존 지식과 경험에 기
대어 교사의 말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답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고 보았다.
교실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교사의 질문은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구현된 교수언어를 통한 교사의 질
문은 교실 상호작용이 단조롭고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며, 교실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변환되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학습자의 수
준을 고려하여 구현된 적절한 질문을 통한 교실 순서배당은 학습자가 교실
맥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교사는 학습자를 질문이
나 지시 형태로 호명하여 순서를 배당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수업의 대
화참여자 폭이 확장되어, 다자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실현된다. 학습자
는 교사로부터 발화 기회를 제공받아 적극적으로 대화를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교사가 간접적이고 암묵적인 권위의 부여와 지원을 통해 학습
자가 발화를 선택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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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화맥과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제시용 질문
교사가 질문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한 번에
제공하는 경우는 상호작용이 중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특히 이와
같이 상호작용을 중단시키는 교사는 하나의 질문을 제시하고 이후에 어떠
한 질문을 제시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였고, 수업계획서에서 예상
한 학습자 응답이 실제 학습자 응답과 달랐다.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경우
교사가 학습자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여러 가지 질문을 즉각적이고 연쇄
적으로 전개하는 경우가 관찰되었다. 이 결과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응답시
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응답 대신 교사의 메타발화가 늘어나
기도 하였다.
질문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사들은 질문을 단계적으로 구성하
며, 한 번에 한 가지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이해 가능한 출력을 가능
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차적인 상호작용을 해 나간다. 이러한 교사들
은 학습자의 언어를 통한 표현 및 이해 능력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설계하고, 이는 학습자 수준을 바탕으로 질문을 이해 가능한 형태
로 가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교사로부
터의 점진적 책임이양을 통해서 한국어 능력을 성장시키게 된다.

2.2.4. 역동적 상호작용을 위한 조회용 질문
애플비와 랭거(Applebee & Langer, 1983)에서는 조회용 질문은 그 자체
로 교수적 비계(instructional scaffold)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조회용 질문은
학습자에게 실질적으로 질문을 수행하려는 의도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학습
자의 대답을 평가하기보다는 학습자의 발화를 지지하고, 용기를 북돋아주
고, 부가적인 단서를 제공하여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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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조회용 질문은 학습자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학습자가 과제를 자동적
으로 기능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한다.
조회용 질문은 대답이 자유롭기 때문에 학습자가 지식적 부담과 상관없
이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기능을 지닌다. 수업 대화에서
조회용 질문은 질문을 통한 상호작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하
고 있는 학습자 이외의 학습자가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을 지니며, 교사와 학생의 순서수 교체가 교사-학생-교사의 순서로 일어나
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한 번 발화에 대해서 학습자 여러 명이 순서 배당
없이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게 된다.

2.2.5. 수업 도입을 위한 사회관계용 질문
교사는 사회관계용 질문을 수업 도입부에 활용함으로서 학습내용과 큰
관련이 없는 학습자와 교사간의 일상적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는 직접적
으로 교실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활성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뿐더러 교사와
학습자 간의 친밀한 관계를 조성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에 영
향을 주어 교육적 목적의 교실 상호작용이 활성화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교실 상호작용이 사회관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교수언어가 유의미
한 방향의 비계로 기능하려면 교사가 사회관계용 질문을 구사할 때도 학습
자의 학습 목표 및 교육 내용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분량 및 내용을 선정해
야 할 것이다.
사회관계용 질문의 시작은 수업 맥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교실 대화에서는 주로 교사 개인적인 이야기나
학습자 개인적인 이야기, 혹은 시사 및 날씨 문제 등을 포함하였다. 사회관
계용 질문은 여담의 상호작용 양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여담은 수업의 내
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차원에서 학습자와 교사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수
업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활성화시키는 순기능을 하지만, 여담이 지나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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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교수 목표의 성취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수업 도입부에 적절한 분
량으로 사회관계용 질문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2.2.6. 충분한 휴지를 통한 학습자 응답 기다리기
학습자가 응답에 침묵하는 경우나 옳은 대답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호작용 실패로 성급하게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습자가 충분한 시
간을 제공받았을 때 교사가 제공한 언어입력을 발화로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 발화 수행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정미혜·박동호(2008); 한상미(2008); 문선미(2007)). 그러나
교실이라는 환경이 다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수업 시간
이 한정되어 있어 학습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다.
이 경우 학습자가 자기수정을 통해 스스로 상호작용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교사가 전략적으로 교수언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경우 교실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습자에게 특정부분을 반복하도
록 유도하는 명료화요구를 할 수 있다. 학습자는 해당 부분을 반복함으로
서 스스로의 발화내용 중에서 발견하지 못한 점을 자기수정을 통해 찾아낼
수 있다. 혹은 교사가 학습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상기시켜주는 과정에서
교실상호작용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3 반응
2.3.1. 구체적인 평가
박정애(2010)에서는 한국어 언어자아의 발달을 위해서는 칭찬하기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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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국인 교사들은 외국인 학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마움이나 미안함 등의 다양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
하지 않을뿐더러, 학습자들을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
움을 겪게 된다. 이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실력이나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사가 교수언어를 통해 교실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평
가를 통해 격려 및 칭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격려 및 반응의 실
질적 내용에 따라서 상호작용의 활성화 정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상호작용이 촉진되는 교실의 경우 격려 및 반응의 횟수가 부족하더라도 격
려 및 반응의 내용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작용이 잘 활성
화 된 교실에서는 교사가 교수언어를 통해 정의적 차원의 칭찬이나 격려
뒤에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의미 및 형태에서 잘 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
하였다. 나아가 학습자의 응답을 기반으로, 해당 응답을 활용하여 다른 학
습자에게 다시 순서배당을 하거나 평가를 내린다면 학습자가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데 간접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3.2. 암시적 수정을 통한 상호작용 재활성화
교실상호작용 상황에서 상호작용이 학습자 포기로 인하여 비활성화되거
나, 학습자가 엉뚱한 대답을 발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각 화제 차원
에서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학습자 수준에서 그보다 어려운 것
으로 점진적으로 수정되거나, 교사에 의해서 단서가 제공되는 경우 학습자
가 상호작용에 다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학습 항목이 학습자의
수준에 비해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사는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입력
의 최소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업과정 및 수
업 목표를 단계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세분화된 목표 및 수업
목표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주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수업의 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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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통해 이해에 관한 적합하고 명백한 진술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3.3.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학습자간 상호작용 유도
고급 학습자 한국어 교실에서 교사는 학습자간 상호작용 및 견해 수정의
발화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교수언어를 통해 한국어 학습자간의 상호작
용을 유도하면,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의미한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긍정적 상호의존성을 경험
하고, 다른 학습자의 발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점검할 수 있
다. 교실 수업에서 교사가 한국어를 바탕을 학습자와 아무리 많은 상호작
용을 진행하더라고, 학습자 1인당 배당받는 발화 기회는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급 학습자의 경우 한국어 실력이 일정 정도 이상이기 때문에 교
사의 유도가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
며 상호 대화를 통해 발화 기회를 더욱 많이 얻을 수 있다. 또한, 고급 학
습자라 하더라도 한국어 실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학습자끼리의 상호작
용은 입력을 알아듣기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모어권이
다른 경우 서로 한국어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동료 학습자간의 유대감을 형
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에 다양한 자극이 될 수 있
다.

2.4 강화
2.4.1. 명료화를 위한 재발화 요구
한국어 교실에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재발화를 통해서 자신의 응답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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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듯 재발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학습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의사소통의 단절이 있을 때, 교사가 학습자에게
명료화를 요구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단절을 막으려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주로 청자가 화자의 말할 순서를 방해하면서 화자에게 원래 발화의 의미를
명백하게 해주길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면 해당 발화에 대해서
화자는 다시 의미를 전달하게 되며, 이와 같이 청자의 명료화 요구에 대해
서 화자가 적절히 반응함으로써 대화가 유지된다(최인자, 2001).
갈라허(Gallagher,

1981)는

명료화요구를

일반적

요구(neutral

or

non-specific requests for clarification), 확인을 위한 요구(requests for
confirmation), 특정부분 반복요구(requests for repetition of a specific
constituent)로 분류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의와 예는 아래 [표 18]와 같다.

[표 16] 갈라허(1981)의 명료화요구 유형
명료화요구 유형

정의

예시
A : “나 어제 창문 닦았어

일반적 요구

원래 발화의 의미를 다시

요.”

묻는 경우

B : "뭐라고?“ 혹은 ”응?“
또는 ”잘 모르겠는데?“

화자의 발화의 일부 혹은
확인을 위한 요구

전체를 반복함으로써 원
래 발화의 의미를 확인
하는 경우

A : “나 어제 창문 닦았어
요.”
B : "창문?“

원래 발화의 구성요소의
특정부분
반복요구

일부를 의문사로 바꾸어

A : “나 어제 창문 닦았어

질문하여 특별한 부분을

요.”

반복해

B : "어제 뭐 했다고??“

줄 것을 요구하

는 경우

교사는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학습자와의 구두 상호
작용에서 다양한 명료화 요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내용을 점검하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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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학습 항목을 활용하여 문장을 산출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교수받은 한국어 입력을 다시 유의미한 방향으로 사용
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재발화 요구는 형태에 집중하
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올바른 형태를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의미를 협
상하는’것 이 되어야 하는 상호작용이 활성화된 상태를 위한 것이다.

2.4.2. 초급 학습자를 위한 반복 및 강조
초급 단계의 학습자는 부족한 언어실력으로 인하여 구사할 수 있는 한국
어 어휘나 구문이 한정적이고, 한국어 능력의 부재로 인하여 수업을 진행
하는 교수언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교
수 언어를 청자의 수준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들을 상호작용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독려하여야 한다. 초급 학습자의 경우 교사의 반복 및
강조가 주요 입력이 되며, 학습자의 심리적 장벽(psychological barriers)을
낮추고 더 쉽게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된다.

2.5 확장
2.5.1. 연관 주제의 적극적 도입
정미혜·박동호(2008)에서는 학습자들이 새로 배운 문법항목이나 어휘를
이용하여 연습을 하는 경우 대부분 이해하는 언어 지식을 실제 대화 현장
에서 발화로 생산해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보이므로, 이 경우 교과서에서
제시된 생소한 예문을 이용하여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것 보다 학습자의 배
경지식이나 생활경험을 주제로 삼아 새로운 상호작용을 시작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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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연관 주제의 도입은 학습자의 이해를 매개하기 위하여 가장 구체적인 형
태로 제시되는 확장의 형태이다. 적절한 맥락에서 연관성있게 제시된 주제
는 학습자의 이해를 구체적인 형태로 가능하게 하고, 학습 항목이 쓰이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특히 학습자의 공감대를 유발할 수 있는 적절
한 연관 주제가 제공될 경우 교실에서 상호작용이 유도되고, 학습자는 상
호작용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주제의 확장 교수언어는 학습자 수준을
고려해서, 학습자의 개인적 경험과 맞닿아있는 상태로 구사되었을 때 상호
작용이 증진된다. 이처럼 적절한 예시는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학습자가 본인의 예시를 통해 교실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능
을 수행하여 상호작용을 촉진하게 된다.

2.5.2. 학습자 도입을 위한 추가 과제 제시
로고프(Rogoff, 1990)에서는 교수자가 단계적으로 거리두기의 정도를 조
절하여 활동수행의 책임과 의무를 학습자에게 전개함으로서 협동을 통해
독립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의 비중이 교수자에서 학습
자로 점차적으로 전이되어야 하고, 그 능력을 후발달자 안에서 형성하며
재창조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최적의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영역
안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교수자는 활동 및 학습을 정교하게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실 상호작용이 활성화되면 교사는 학습자를 단순히 주어진 과제를 수
행한 데에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더 나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도전가능한 주제를 제시해야 한다. 보
유하고 있는 지식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습자의 요구와 능
력에 맞도록 교수언어를 통해 개입과 발화량을 조절하는 것은 교실 상호작
용을 통한 한국어 능력 증진의 필수 요건이다. 만일 한국어 교사가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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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을 하지 못하면 이 조건은 언제든지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타
프와 갈리모어(1988)에서는 학습자의 작업이나 활동을 암묵적으로 조성하
고, 직접적인 상호작용, 발달이 일어나는 상황을 만드는 것, 후발달자의 활
동소재나 수준 선택 및 더욱 구체적으로는 활동을 지정해주고, 참여를 구
조화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도구나 동료를 선택하는 등의 다양한
양상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점진적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으며, 전적으로 규정되기보다는 유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며, 주도권이 학습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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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 교사를 위한 교사언어 교육 방안
교사

스스로

교사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사학습(teacher

learning)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소경희,2009). 특히 학교 현장
에서 수업은 교사 전문성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며, 교사는 전문가로서 스
스로의 교수 실제(teaching practice)를 이해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탐구심을 가져야 한다(NCTM, 2007; 나귀수, 2010에서 재인용). 이경화
(2007)에서는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 양성 기관에서부터 예비
교사들이 다양한 이론적, 학문적 지식을 가능한 한 많이 학습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학습한 것을 근거로 하여 당면한 문제를 최선의 방향으로 판단,
결정, 해결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고 보았다. 또한,
심영택(2003)에서는 교사가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적으로 성찰적인 접근(reflective approach)할 것을 권한다. 이러한 교사의
성찰적인 접근은 교사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며, 교사 화법의 개선 방향을
선언함으로서 실천화된다고 보았다.
한국어 학습이 비활성화된 교사의 경우 자신의 교수언어를 모니터링하며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자신의 교수언어에 대해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평가를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형태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성찰할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의 교수언어
의 사용 자체에 대해 의식하면서 수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렇듯 자신
의 교수언어를 성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이용숙(2011)에서는 수업
촬영 및 녹음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일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해당 유형을 바탕으로 교사가 교수언어를 성찰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언어적 상호작용까지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촬영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보이지만, 비디오로 촬영할 경우 교사나 학생 모두가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하는 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음에는 오디오 녹
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수업을 분석하고 일지를 기록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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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교사는 자신의 녹음자료를 자료화할 수 있는데, 자료화하는 과정은
아래 [표 17]과 같이 미국 뉴욕대학교(NYU)의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제공
(2005)한 수업녹음자료 분석지침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7] 수업녹음자료 분석지침
(1) 녹화자료를 보기 전에 자신의 수업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하기 위한 질문
하기
- 예 ; “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알기를 바라는가?”
(2) 수업의 큰 그림 그리기
- 녹화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기에 앞서, 처음에 녹화자료를 들어보면서 전체적인 수
업 분위기를 파악하도록 한다.
(3) 학습에 초점맞추기
- 분석 시에 수업이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4) 가장 좋은 교수방법 찾기
- 가르치는 학생들의 특성, 전공, 학습목적 등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가
장 좋은 교수방법을 찾아본다.
(5) 수업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질문틀에 답하기
- 수업분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틀을 제시하고, 이에 답해본다. 예를 들어, 아
래와 같은 질문들을 생각할 수 있다.
- “나는 학생들이 학습을 하도록 돕고, 격려하고 있는가?”
- “수업 결과 학생들이 지적/육체적/정서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
인가?”
- “나는 학생들이 이를 성취하도록 어떻게 도왔는가?”
(6)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기
- 기본적인 질문들을 더 구체화시킨 질문들을 만들어, 이에 답해본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들이 이를 성취하도록 어떻게 도왔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구체
화시키기 위한 질문들은 아래와 같다
- “나는 가장 큰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하는가?”
- “나는 새로운 다른 수업방법들을 시도하고 있는가?”

녹음자료를 자료화한 이후에는 녹음자료를 들으면서 수업개요를 만들
수 있다. 수업의 개요는 수업의 주요활동을 상위 틀로, 상위 틀에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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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활동들을 하위 틀로 나누어서 적고, 각 활동이 시작된 시간과 끝난
시간들을 괄호 안에 기록하는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이는 아래 [표 1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8] 수업 개요 제시 사례
Ⅰ. PPT 준비 (9:01~9:05)
Ⅱ. 도입 (9:05~9:15)
1. 지난 시간과 연결하면서 학습항목 소개(9:05~9:08)
2. 예시를 통한 학습항목 복습 (9:08~9:11)
3. 새로운 학습항목 연결 및 학습자 출석 점검 (9:11~9:15)

이후 녹음내용 전체를 상술 및 약술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풀어쓰는 과
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교수언어의 분석 틀을 기준으로, 본인이 구사한
교수언어의 유형에 체크해보면서 각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기
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설명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예시 및
설명 발화 분량은 적절했는지, 질문의 순서는 고르게 배당되었는지, 학생
답변이나 질문에 대한 반응은 적절했는지, 얼마나 다양한 설명방법이나 질
문유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상호작용을 촉
진하기 위한 교수언어 자기성찰적 분석 틀은 아래 [표 19]와 같이 제시될
수 있다.

교수언어 점검을 위한 수업일지
[표 19] 교수언어 자기성찰적 분석 틀 예시
수업일자

수업시간

단원명

담당 학생

1.
수업목표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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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내용

준 비 물

부여

1.

과제

교수
언어

교수언어 점검 항목

유형

설명 발화는 논리적인가?
설명의 제시가 조직적이며 구조적인가?
설명

설명 발화의 분량은 적절한가?
인접 개념 및 이전 학습항목을 연계하였는가?
학습자의 수준을 바탕으로 전략적 설명을 제공하였는가?
이해점검은 유의미하게 이루어졌는가?
순서배당은 고르게 이루어졌는가?

평

가

질문

제시용 질문은 대화맥락에 적절한가?
조회용 질문은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켰는가?
도입부분에서 사회관계용 질문을 활용하였는가?
질문 후 휴지는 충분히 제공하였는가?
학습자 응답을 구체적으로 평가했는가?

반응

상호작용이 비활성화 되었을 때 단서를 제공하거나 과제의 난이
도를 조정하였는가?

강화

재발화 요구는 적절하게 구현되었는가?
반복과 강조를 통해 중요한 항목을 초점화하였는가?
연관 주제는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확장

도전적인 추가 과제를 제시할 수 있었는가?
학습자 수준에 적절한가?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직후, 자신의 교수언어를 자기성찰한
이후 녹음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복합적인 틀을 통해 자신의 교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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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서 수업 개선을 위해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추진해
나가며, 교수언어 뿐 아니라 학습자 수준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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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한국어 교육에서는 학습자 변인, 교실 변인, 교재 변인 등 다양한 변인
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변인이며, 교사의 자질 중 한국
어 교실에서 가장 중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교수언어이다. 본고에서
는 위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실에서 사용되는 교수언어를 질적
연구 중 담화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여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수언어의 유
형 및 성격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따른 상호작용 양상 및 효과를 바탕으로
교사를 위한 교육 내용을 추출해 보았다.
교사의 경력은 곧 교실의 현장경험과도 일치하는데, 이는 교사가 이론적
인 지식 뿐 아니라 실천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는 주요 구인이다. 한국어
교수·학습의 실제 제 과정에서는 수업의 구성과 구현에 대한 지식 및 자
신의 담당 영역에 대한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교수 경
력에 따른 고경력교사의 교수언어를 통해 교육내용을 추출하는 것의 의의
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저경력 교사가 다양한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지식
으로 무장하였더라도, 그것이 교수·학습되는 양상은 전혀 다르게 구현될
수 있으므로, 고경력 교사가 지닌 실제적인 교실상황에 대한 사회언어적
이해를 바탕으로 구현된 교수언어의 내용은 충분한 교수내용으로서의 의의
를 지닌다. 또한 교사는 교실 수준에 따라서 교수언어를 다르게 구사하였
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언어의 기능이 소통과 상호작용을 위한 것이며, 학
습된 한국어를 운용하는 주체는 학습자의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교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이처럼 학생들
의 언어 사용 능력 발달을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교
수언어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교실 수준에 따라 교수언어의 내용이 달라지
고, 이로 인하여 상호작용의 양상도 차별화되었다.
교실 상호작용은 학습자가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통해 자신의 한국어 능
력을 신장시키는 기회가 되므로, 교사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학습자 응답
표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현재 수준을 이해하는 것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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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그 이상의 단계로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견인해낼 수 있어야 한
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의 설명을 논리적으로 발화하고, 인접 개념 및 학습
항목을 연계하고, 조직적이며 구조적인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설명이 적절한 분량으로
제시되면 학습자의 참여를 위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어 상호작용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질문 과정에서 유의미한 이해 점
검을 통해 학습자의 발화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촉진할 수 있으며, 학습
자 이해 수준을 확인하여 자신의 발화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순서 배당
을 고르게 진행함으로서 학습자 체면을 존중하고 학습자 다자간 상호작용
을 활성화할 수 있다. 학습자의 응답에 대한 반응은 구체적으로, 내용에 초
점을 맞추어서 평가하고,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단서를 다시 제공하고 과
제의 난이도를 조정하여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재활성화시킬 수 있다. 초
급 학습자의 경우 상호작용이 진행되는 자체를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
문에 강화의 교수언어인 반복 및 강조를 통해 주요 항목을 초점화할 수 있
다. 반면, 상호작용이 활성화된 교실에서는 연관 주제 및 도전적인 추가 과
제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도전적인 한국어 입력을 제공할 수 있다.
교사의 교수언어는 교실 상호작용의 활성화 유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
한 요소이다. 교실 상호작용 과정에서 교수언어의 유형 및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상호작용적 조정이 이루어지는 교사의 입력이 이해 가능한
입력이 이해될 수 있는 입력으로 전환되었고, 궁극적으로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출력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협상을 이끌어 내는
요인으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이 구현하는 교수언어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실분위기를 형성하고 학습자가 제2언어의
학습항목을 적절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가 이러한 훈련을
거치지 못하는 경우 한국어 교실수업의 상호작용은 단조로운 형태를 띠게
되어, 학습자들의 다변화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신장과 교사들의 교수 역량을 위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기회
를 통해서 한국어 교실 현장의 교사에게 교사들의 수업 컨설팅 및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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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적절한 교수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수언어의 시작은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의 예비교사 사전 교육
및 현직 한국어 교사의 재교육이 제 기능을 다하며 현장 중심적으로 이루
어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는 교사들이
상호 멘토링을 통해서 교사의 한국어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경
로의 교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사가 교수언어를 실습하고 평가받
을 수 있는 장을 구현해야 할 것이며, 교사 스스로는 자기반성을 통해 부
단히 이와 같은 기회를 활용하여 본인의 교수언어가 비계로 기능할 수 있
도록 교실 상호작용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경우 교수언어의 내용 변인을 교사 경력 및 한국어 수준으로
한정하였고, 이외의 변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려웠으며, 학습자 개인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실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교수언
어가 구현되지 못하는 것이 학습자 실력의 문제인지 혹은 교수언어인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향후에는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여 학습자 개인 수
준 변인에 따른 한 학급 내의 교수언어 전략을 연구하거나, 교수언어의 특
정한 성격을 미시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서 교수언어가 구현되는 수준을
고양시키는 교육 내용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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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structional language used in Korean language classrooms

Won Ki, Lee

In this study, the content of a teacher’s teaching language, which
changes according to his or her work experience and the level of the
class, and the resulting aspect of class interaction were analyzed to get
meaningful educational content for the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teachers based on conversations of a Korean language class,
A teacher plays a major role in a Korean language class, and his or
her speech is an important learning variable. Especially, interaction in a
classroom depends greatly on the teacher’s teaching language. This is
because learners have a limited ability of the language, and the teaching
language of the teacher is also the target language in a second language
class such as a Korean language class. Therefore, teachers must be
educated beforehand on interactive class and the content of teaching
language, which is a model for the learners.
To achieve this,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educating the teaching
language of Korean language teachers was suggested. Based on precedent
studies, the role of input and output during the process of language
acquisition was suggested, and based on this, the concept of interaction
was

understood.

Also,

the significance of

class interaction

through

negotiation of meaning was studied. There are four main reasons why
class interaction is crucial. First, learners acquire the form and content of
target language through experience, in other words, a conversation with
the teacher. Second, they internalize speaking strategies to study the

- 163 -

language usage that can be utilized in Korean-speaking situations. Third,
they come to understand the language used in Korean society and rules
of conversation from a social, linguistic approach. Last, interaction affects
emotions, leading learners to value studying the language and form a
belief structure.
Teaching language of Korean language teachers was categoriz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teacher’s work experience and the level of
class. Based on the content of teaching language, aspects of class
interaction were also analyzed. Teaching language was organized into one
of

the

five

“Reaction,”

categories,

which

are

“Reinforcement,”

and

“Explanation,”
“Expansion.”

“Question,”

The

qualitative

difference of content according to teacher’s work experience and level
of class was analyzed, and the different class interaction was observed.
Using the results, educational contents of teaching language for a Korean
language teacher could be drawn, and a way to improve teaching
language was suggested in a reflective approach from teaching language
journals, which was written by voice recording the teachers. As for the
educational contents of teaching language, the following were suggested
for the teaching language of explanation: the construction of logical
explaining speech when using a teaching language of explanation, an
organized

and

structured

explanation,

an

appropriate

amount

of

explanation, and relating close concepts and items to be studied. For the
teaching language of question, the following were suggested: meaningful
comprehension monitoring, even distribution of orders, questions that are
appropriate to the flow of conversation, inquiry questions to activate
interaction when it is cut off, and how to start an interaction in the
beginning through a question about social relationship. For the teaching
language of assessment, assessment based on specific content, throw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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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o the reactivation of interaction, and adjusting the difficulty were
suggested, and for the teaching language of reinforcement, a way to
reactivate interaction by appropriately realizing a request for a repeated
speech and the repeat and reinforcement for activating interaction in a
beginner’s class were suggested. Last, for the teaching language of
expansion, introducing a related theme and an additional challenging
assignment in a class with already active interaction was suggested. Also,
a reflective method for a Korean language teacher to voice record and
write down his or her class was suggested through a reflectiv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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