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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원 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학위 논문 작성 교육에 대한 교육 내용

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특징이

무엇이며, 이들이 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

엇인가? 둘째,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

엇인가? 셋째, 참조 모델의 활용과 조력자와의 상호작용이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여를 하는가? 넷째, 대학원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

논문 작성을 문제없이 수행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 내용과 정책적 지

원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이 연구는 이상의 연구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전제로,

첫째, 학위 논문 작성의 전 과정을 학문 담화 공동체와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과정

이라고 상정하였고, 둘째, 학위 논문 작성 능력은 연구 수행 능력과 학술적 텍스트

구성 능력,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셋째, 이 세 가지

세부 능력으로 구성된 학위 논문 작성 능력은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속

에서 발현된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특히 사례 연구 방

법에서는 반구조화된 설문지 및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

구 수행 과정을 통해 연구대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 틀과 연

구 문제를 구성해 나가는 질적 연구의 특성상 이 연구에서도 자료 수집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을 마련해가며 연구의 초점을 확정해 나갔다. 사례 기술에 있어 주요 연구 참여자

3인을 중심으로 분석, 기술하되, 이 외에도 의미 있는 사례라 판단되었던 또 다른

연구 참여자의 자료도 분석과 기술에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Ⅱ장에서는 학술적 글쓰기로서의 학위 논문 작성이 지닌 일반적인 특성을 밝히

고 학위 논문 작성 능력을 구성하는 세부 능력들을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특징을 기술하였다. Ⅲ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면담 자료와 이들이 생산한 텍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학위 논문 작성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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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과제 처리 양상을 학위 논문 작성 능력 범주 안에서 살피고 이 과정을 추

동하는 두 축인 참조 모델의 활용 양상과 조력자와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고찰, 기

술하였다. 학위 논문 작성 단계는 Ⅱ장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 준비 단계,

초고 생산 단계, 수정 및 정교화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과제 처리 양상을 연구

수행의 측면, 학술적 텍스트 구성 측면, 학술적 텍스트 표현 측면에서 고찰, 기술

하였다. Ⅲ장 1에서 고찰한 연구 준비 단계에서의 과제 처리 양상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수행의 측면에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초심

본 생산을 준비하였다. 학술적 텍스트 구성의 측면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학술적

글쓰기 경험의 부재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 학문 담화 공동체의 장르 지식을 형

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모어를 활용한 내용 지식을 형성해가며 초고 텍스트

생산을 준비하였다. 또한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단

기 전략을 세우고, 참고 문헌의 언어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준비하였다.

초고 생산 단계의 연구 참여자는 연구 수행의 측면에서 연구 문제를 찾고 자료

분석과 관련된 과제를 처리하였고, 학술적 텍스트 구성 측면에서 정서적 문제를

다루고, 논문의 틀을 구조화하며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기술하고 선행 연구를 기

술하였다. 학술적 텍스트 표현 측면에서 표현의 제약과 맞서기도 하고 내용 생성

에 유리한 언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수정 및 정교화하기 단계

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연구 수행의 측면에서 연구자로서의 주체성을 자각하고 연

구 결과물의 의의와 가치를 찾았다. 학술적 텍스트 구성 측면에서 내용 재구조화

와 정교화를 해나갔고, 논증 과정을 거쳐 논의를 정교화하였다. 학술적 텍스트 표

현 측면에서 잘못된 어휘와 표현을 수정하고 시제의 문제를 수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먼저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 체계가 담긴 세부 전공 영역별

학위 논문을 참조 모델로 활용하며 논문 작성을 준비하였다. 특히 조력자와 면대

면 상호작용의 기회가 적을 때, 일차적인 내용 생성이 필요할 때 참조 모델을 활

용하였다. 그리고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조력자와 상호작용하

게 되는데, 이때 상호작용의 질과 양을 모두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조력자와의 질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연구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문제 해결 방향을 알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조력자와의 양적인 상호작

용을 통하여 상호신뢰 관계, 즉 라포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연구 참

여자가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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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장에서는 Ⅲ장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

을 위한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실제적으로 실

현되어야 하는 방식과 학위 논문 작성 교육 내용의 실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외

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위 논문 교육에 대한 정책을 학술적 글쓰기 측면과 학술적

글쓰기 환경 조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제안하였다. 학술적 글쓰기 교육에 대한 지

원은 워크숍과 토론, 글쓰기 전문가의 개인 지도를 중심으로, 학술적 글쓰기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은 글쓰기 집중 훈련 캠프, 글쓰기 교정 및 편집 전문가 지원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안하였다.

주요어 : 한국어 교육, 학위 논문 작성, 학술적 글쓰기, 조력자, 상호작용, 라포

(rapport) 형성, 참조모델, 학문 담화 공동체

학 번 : 2007-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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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는 대학원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1)이 학위 청구 논문(이하 학위 논문)을 완

성해 가는 과정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과 조력이

외국인 유학생의 학술적 글쓰기 과정에 기여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 논문 작성 과정 중 어떤

지점에서 좌절하고 어떤 지점에서 다시 논문 작성을 재개하게 되는지, 외국인 유학

생의 학술적 글쓰기와 관련된 좌절과 극복의 경험에 학문 담화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속해 있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체적인 역할과 그 역할의 작용을 밝힐 수

있다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 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는 학습자의 학위 논문에 나타난 언어적인 문제를 분석하는 데에 천착하였다. 국문

초록이나 선행연구, 서론, 결론 등 학위 논문의 특정 부분에 대한 장르 분석2)을 다양

하게 시도함으로써 한국어 담화 공동체3)의 장르 관습에서 벗어나 있는 학습자의 학

1) 일반적으로 ‘한국의 대학 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로 지칭하는

데 이는 넓은 의미에서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이 필요한 모든 학습자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

된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로 인식될 오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가 아닌 ‘외국인 유학생’으로 지칭하고, 해당 용어를

한국의 대학원 과정에서 한국어로 학위 논문을 써야 하는 외국인을 가리키는 데에 한정하여 사용

하고자 한다.

2) 장르 분석 연구는 텍스트 유형 간, 장르 간의 차이점을 밝혀내고 각 장르의 언어적 특질을 찾

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Dudley-Evans, 2000). 주로 특수목적 영어교육(ESP)에서 쓰기 교육에 적

용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던 학술 텍스트에 대한 장르 분석의 결과들을 2000년도 이후 한국어 교육

에서도 적극 수용하였다. 이는 학문 목적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이들을 위한 학술

적 쓰기 교육이 그 만큼 시급하였기 때문이다. 학위 논문 텍스트에 대한 장르 분석 연구는 현재

까지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박은선, 2006; 김영규・이은하, 2008; 윤여옥, 2012; 이수연,

2012; 조은영, 2012; 박은선, 2014; 박수연, 2016; 이슬, 2016 등).

3) 힐랜드(Hyland, 2002:230)에서는 담화 공동체를 “의사소통적 목적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적을 성

취하기 위해 공통으로 합의된 텍스트를 사용하는 작가 혹은 화자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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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적 언어 표현과 수사적 구조 등의 언어적 문제를 밝혀 한국어 학술적 글쓰기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텍스트 결과 중심의 분석만으로는

학술적 글쓰기를 수행하고 있는 학습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학문의 풍토에서는 ‘과학적 엄밀성’에 기초한 정의나 ‘명료한 분류체계’,

‘실증적 인식 토대’,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우선시하여 왔다. 물론 실증적 학문의

경향이 이루어 온 연구 성과의 가치와 의미는 존중해야 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이러

한 풍토 속에서 인간의 활동, 학습이 일어나는 복잡성, 상호의존성, 창발성, 관점전환

등의 개념들이 설 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에는 과학

주의적 가치, 보편적 진리, 엄밀한 측정, 탈맥락적 방법, 예측가능한 결과 등을 지향

하는 학문의 경향성이 교육을 둘러싼 제반 논의를 그 실용적 인식의 테두리 안에 가

두어, 인간 활동의 역동성에 대한 접근을 제약해 왔다는 반성적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학습의 본질성은 그것이 일어나는 인간 활동의 복잡한 맥락과 네트워크, 문화

와 지식의 형성 과정 안에서의 실제적인 복잡성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

간 활동의 앎, 배움, 교수에 대해 새롭게 창발적으로 접근해야 가야 얻을 수 있는 교

육학적 통찰력을 과감하게 전면화하는 시도들도 필요하다. 즉, 이러한 시도들이 교육

실천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4)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연구자는 무엇보다 특수한 교육 맥락에 있는 대학원 외국

인 유학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학술적 글쓰기 교육의 방향과 내용,

이들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할리데이

(Halliday, 1993: 94)는 “언어는 아는 것(knowing)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경험의

과정을 통해 지식(knowledge)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언어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체계로, 문법적 지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경험의 맥락 안에서 사용함으

로써 지식을 축적하여 갈 수 있도록 기능하는, 의미 체계의 자원(resources)이자 수

단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외국인 유학생들

도 한국어라는 언어적 수단과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학술적 쓰기 능력과 지식을 확보

하고 확장하여 나가고 있는 고유한 지점에 서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위 논

문 작성은 장기간에 걸쳐 적게는 수십 장에서 많게는 수백 장에 이르는 장문을 써내

야 하는 글쓰기로서 이 글쓰기의 과정 가운데 있는 학습자는 그 글쓰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맥락에 영향을 받게 된다. 학습자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황

4) 이 단락의 논의는 데이비스, 수마라, 루체 카플러(Davis & Sumara & Luce-Kapler, 2000/

2008)를 참조하여 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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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속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세계에 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학술적 글쓰기 능력은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정

체성을 표명하는 문제와 직결되기에 더욱 중요하다.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기 위해서 자신이 속한 학문 담화 공동체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다양한

학술적 글쓰기 활동을 수행하며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증명해 내

야 한다. 특히 학위 논문은 대학원 과정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학업과 학문적 성과를

담아내야 하는 글쓰기 능력의 결정체이기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글쓰기 교육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학위 논문은 기본적으로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전제로 써나

가야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

점을 따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학위 논문 작성을 개인의 인지 과정으로만 국한하여 보지 않고 학습자가

속한 학문 담화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의미 형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사회적 구성

주의 관점에서는 지식 구성 과정에서의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는데

(강석진 한수진 정영선 노태희, 2001: 279), 외국인 유학생도 한국어 모어 화자와 동

일하게 학위 논문 작성을 통하여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을 공유하면서 비판

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학문 담화 공동체의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여할 책

임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여할 책임 있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

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관점은 이 연구의 출발점이자 전제이기도 하다. 외국인 유

학생을 학문 담화 공동체가 제공하는 장르 지식과 관습을 일방적으로 배워야 하는

제이언어 학습자나 비모어 화자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학문 담화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할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은 여전히 학

문 담화 공동체에서 외국인, 제이언어 학습자, 비모어 화자로 인식되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도 이 정체성에 갇혀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본연의 정체성을 드

러내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학문 담화 공동체와 외국인 유학생 모두 이러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학문 담화 공동체의 주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이 되고, 외국인 유학생은 여전히 그 공동체 밖에서 구성원이 되기 위해 준비해

야 하는 존재로 분리되어 인식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 논문을 완성해 가는 과정 중에 어떠한 실제적인 고민과 난관에 봉착

하게 되는지 고찰하고, 학문 담화 공동체의 역할과 지식이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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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작용하는지, 그 실제적인 기여 방식을 밝힐 수 있다면 학문 담

화 공동체와 외국인 유학생에게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역할과 정체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외국인 유학생 스스로가 진정성 있는 학술적 글쓰기 필자로, 학

문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실제적인 역할의 작용을 구체적으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는 반드시 인지적 부담을 수반하게 되는데, 외국인 유학

생은 학위 논문 쓰기에 필요한 사유의 과정을 자신의 모어가 아닌 한국어로 풀어가

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인지적․심리적 부담이 더 크다. 이러한 부

담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이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학위 논문을 진행해 나가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하다.5)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이 해당 학문 분야의 담화 공동체가 요

구하는 텍스트적 관습6)을 따라, 즉 적합한 텍스트의 구조를 파악하여 텍스트 단위의

내용을 구성해 내고 학술적 글쓰기에 어울리는 적절한 수사적 표현으로 완결된 장문

의 글을 쓰기 위해서는 학문 담화 공동체가 축적한 지식을 활용하고, 학문 담화 공

동체 구성원들과 협력을 이루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 기반하여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 분석이라는 결과 중심의 논의

에서 나아가 학위 논문 작성이라는 특수한 맥락 가운데 있는 외국인 유학생과 이들

의 학위 논문 쓰기와 관련한 특수한 맥락의 작용을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으로 다루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며, 이들에게 필

요한 학위 논문 작성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둘째,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 논문 진행 단계에서 해결해야 하는 구체적인 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능력은 무엇인가?

셋째,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에서 참조 모델과 조력자와의 상호작용이

5) 학위 논문 작성은 본질상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전제되어 있는 글쓰기이다.

기본적으로 지도 교수의 지도 아래 진행되며 심사 위원, 대학원 동료 등 학문 담화 공동체의 영

향 아래 있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필자 혼자만의 글쓰기가 될 수 없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오

롯이 혼자의 힘으로 학위 논문을 쓸 수 없다고 표현한 것은 모어가 아닌 제이언어로 학위 논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모어 화자보다 학문 담화 공동체의 협조와 상호작용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6) 텍스트적 기대와 텍스트적 관습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텍스트적 관습은 그 텍스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규칙과 지침을 의미한다면, 텍스트적 기대는 덜 명시적인 부분으로

자연스러움을 결정하는 직관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Neubert & Shreve, 2000/ 2013: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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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넷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마련되어야 할 구체적인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의 내용

과 정책적 지원은 무엇인가?

2. 선행 연구 검토

본 절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한 탐구에 앞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선행 연구를 정리하였다. 하나는 학문 목적 학습자 개념과 제이언어

학습자의 학술적 텍스트 쓰기 연구가 시작된 배경 학문인 학문 목적 영어 쓰기 교육

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다른 하나는 한국어 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학문 목적 학

습자를 위한 쓰기 교육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학문 목적 영어 쓰기 교육 연구

초기의 영어 쓰기 연구는 영어 모어 화자들의 쓰기와 외국어나 제이언어로서 영어

를 사용하는 학습자들의 쓰기에서 발견되는 수사학적인 차이점을 밝혀내는 대조 수

사학적인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다(Kaplan, 1966). 이때가 담화 차원에서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조직 유형을 밝혀내고자 학습자의 쓰기를 분석하면서 인지 심리학, 담화

분석과 텍스트 언어학적 이론을 적용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대조 수사학적 연구에

대한 텍스트 언어학과 담화 분석 연구의 발전7)에서 더 세분화되어 나온 연구는 다

양한 맥락에 있는 학습자 집단의 쓰기 요구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연구 방향에서

주목받게 된 연구가 특수 목적을 지닌 학습자를 위한 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이하 ESP) 쓰기 교육으로, 해당 연구들은 특정 분야의 쓰기 능력을 필요

로 하는 특별한 맥락에 있는 다양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삼는다(Hutchinson &

Waters, 1987; Johns & Dudley-Eavns, 1991; Maher, 1987; Swales, 1990; Trimble,

1985). 특히 존스와 더들리-에반스(Johns & Dudley-Eavns, 1991: 298)는 “ESP는 특

7) 영어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의 텍스트 구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언어 공동체에 속

해 있는 비모어 학습자 간의 텍스트 구성의 차이를 이해하고 밝히려는 다양한 시도 속에 인지 심

리학과 텍스트 언어학, 담화 분석 이론이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텍스트의 응집성(coherence)과 응

결성(cohesion), 텍스트 초구조 분석, 정보의 배열, 명제 분석, 텍스트 말뭉치에 대한 비교 연구, 어

휘와 통사적 특징 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Grabe & Kaplan,1996/허선익 역, 2008: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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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학습 맥락 안에서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

육적 내용과 활동들에 대한 설계이며 신중한 연구(careful research)"라고 광의의 접

근을 하고 있다. 여기서 신중한 연구라고 한 것은 학습자들이 처해 있는 복잡하고

고유한 학습의 맥락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적 접

근을 실제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이처럼 학습자들이 저마다 다른 다양한 맥락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증대하면서 학

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전문적인 쓰기 영역도 중요한 연구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

하였다. 다양한 언어 공동체에 속한 학습자를 위한 쓰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은 텍스트 언어학의 텍스트 구성적 특징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관점을 제공함과 동

시에 쓰기의 사회적 맥락과 수사적 맥락과 관련한 연구의 중요성에도 관심을 기울이

게 하였다. 이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요구되는 학술적 텍스트 쓰기와도 관련된다. 학

술적 텍스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언어 표면의 구조 층위에서 이루어졌고 일

부 수사적 층위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Bhatia, 1993; Biber, 1988; Grabe, 1987;

Kaplan, 1987; Swales, 1990; Swales & Najjar, 1987; Trimble, 1985).

그레이브와 카플란(Grabe & Kaplan, 1996/2008)에서는 과학적인 쓰기 장르가 어

떻게 생산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 표층의 문제뿐만 아니라 쓰기의 목적에 맞는

텍스트의 기능과 조직화의 논리를 포함하여 각 텍스트의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수사적인 층위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페이글리(Faigley, 1986)는 쓰기 이론이 쓰기의 맥락을 고려하는 쪽으로 계속

해서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정 학문 공동체 맥락 안에서 쓰기가 진행된다면

그 공동체의 권력 구조와 함께 쓰기 결과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의 구체

적인 관여에 주목하는 이 연구의 관점과 일치한다.

특정 담화 공동체가 이룬 학문적 가설이 학습자의 쓰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관심은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8)과 맞닿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학과 작

8) 구성주의에서 인간의 사고를 이해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Piaget와 같이 개인의

인지에 관심을 가지는 관점을 ‘인지주의’라고 한다면, 사회․문화적 공동체의 사고에 관심을 가지

는 관점을 ‘사회 구성주의’라고 할 수 있다. 구성주의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점을 처음 제안한

Vygotsky는 개인의 고유한 사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표면적으로는 개인이 생각한 것이라도, 이는

그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공동체의 공통적 사고가 내면화된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사회 구

성주의의 관점으로 작문 행위를 설명한 것을 ‘사회 구성주의 작문 이론’이라고 부르며, 이 이론에

서는 작문이 개인만의 행위가 아니며 사회․문화적인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것이다

(박영민 이재기 박종임 박찬홍, 2016: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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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구의 맥락에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과 지식 사회학적 연구를 도입한 브랍피

(Bruffee, 1986)의 시도들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바흐친(Bakhtin, 1981), 거츠(Geertz,

1973, 1983), 쿤(Kuhn, 1970), 로티(Rorty, 1979) 등에서 이루어진 주요한 연구 결과에

기대어 담화 공동체에 의해 생성되는 실제적인 지식과 사고, 텍스트 구성, 자아의 형

성을 논하며 작문 이론에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적용시켰다. 지식과 언어에 대한

기존의 인지적 관점과 달리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특정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

적 관계를 통해 텍스트의 실체가 구성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Grabe & Kaplan,

1996).

이와 같이 응용언어학에서 쓰기 연구는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과 함께 일찌감치 작

문을 둘러싼 담화 공동체의 실제적인 힘과 영향 등에 주목하였는데, 이 연구도 이러

한 논의의 선상에서 한국어 학위 논문 작성을 하는 학습자와 학습자가 생산해내는

학위 논문 텍스트, 그리고 그 텍스트의 질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요인에 주

목하였다.

학문 목적 학습자의 쓰기 결과물(products)과 작문 과정에 대한 초창기 연구들은

제일언어(L1) 작문 연구의 결과에 주목하여 그 성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적용하려고

하였다. 과정 중심의 작문 연구에서는 개인적이고 표현적인 쓰기(expressive writing)

를 중심으로 학문 목적 학습자들을 위한 쓰기 교육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초기 학문

목적 쓰기 교육의 방향은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수행해야 하는 수많은 쓰기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이고, 학술적 어휘와 고정된 언어학적 형식에도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

에게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요구되는 학술적 글쓰기 기술(skill)과 태도를 교육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Hinkel, 2002; Horowitz, 1986; Reid, 1984a, 1984b; Zamel,

1984).

학문 목적 학습자들에게 학문적 맥락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구체적인 교육 성과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의 표현에 중점을 둔 쓰기

를 강조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과정 중심 작문 연구들이 학문 담화 공동체 안

에 있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에게 제일언어 작문 연구의 성과를 교육적인 검증이나

성찰 없이 제이언어9) 학습자에게 적용한 결과로 보인다.

9) 일반적으로 모어는 외국어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제일언어(L1)는 제이언어(L2)와 구별되는 개념으

로 사용한다. 특히 제이언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첫째, 언어 학습의 시간적 순서를 지시하여

제일언어나 모국어보다 늦게 습득된 언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둘째, 일차적이거나 우세한 언어와

비교하여 언어구사 능력의 수준(숙달성)이 낮은 언어를 의미하기도 한다.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되는

‘제이’의 의미는 ‘미숙함’ 혹은 ‘이차적임’을 의미로 사용되며 많은 경우에 제이언어는 시간적 순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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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목적 쓰기 교육에 대한 제이언어 학습자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각 해당 학

문 분야에서의 쓰기 과제에 대한 방대한 연구(Braine, 1995; Bridgeman & Carlson,

1984; Horowitz, 1986; Johns, 1981, 1990; Rose, 1983)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

은 학부 1학년부터 대학원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제에 걸쳐 있는 주제와 장르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학문 목적에 더 적합한

교수법의 향상과 검증되지 않은 교재와 전형화된 과제들의 개선점을 지적하여 대학

에서 제이언어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쓰기 과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문 목적 영어 쓰기 교육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필자는 교육의 중심에는 항상 학

습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적 판단

의 중심에는 교육 대상자, 즉 ‘학습자’가 있어야 하며, 학습자에 대한 인식과 진지한

고찰 없이 ‘쓰기’와 ‘쓰기 이론’, ‘쓰기 교육 이론’과 같은 연구 주제어의 공통점에만

주목하여 한 시절 유행하는 이론을 경쟁적으로 가져와 적용하는 데에만 몰두한다면

필연적으로 기존 교육에서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학술적 글쓰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위 논문을 작

성하고 있는 학습자와 이들이 처한 교육적 맥락10)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2)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

2000년대 이후 학문 목적 학습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 대

한 요구도 커지게 되었으며, 자연히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들도 쏟아져

숙달성의 정도를 동시에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다(Stern, 1983/1995). 이외에도 제일언어와 제이언

어, 외국어와 제이언어의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 여러 언어 환경적 맥락과 한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

는 언어의 위상 등의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제이언어를 스

턴(Stern, 1983/1995)이 제시하고 있는 습득의 순서와 숙달성을 기준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10) 레이브와 웽거(Lave & Wenger, 1991)는 기존의 전통적인 학습과 인지 이론들은 맥락과 분리

된 특정 지식이나 지식전달의 형태에 주목하였으나 이들이 지향하는 사회적으로 상황화된 활동이

론(socially situated activity)에서는 맥락과 분리된 학습 활동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임을 지적하

였다. 특정 세계의 관계 안에서 활동하며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들의 활동

과 맥락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피력하였다. 전통적 인지이론은 흥미와 갈등, 행

동, 생각, 감정과 가치 등의 의미 있는 경험과 거리를 두고 있고, 학습하는 마음과 세계를 나누고

있으나 사람, 활동, 상황 간의 복잡한 관계를 이론적으로 분리하여 다루게 되면 특정 학습 상황

가운에 일어나는 풍부한 질적 다양성을 설명하기 어렵게 되어 의미 있는 교육 현상을 놓치게 되

는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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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기 시작하였다. 최정순・윤지원(2012)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물을 기

능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볼 때 쓰기 영역의 연구물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쓰기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

고 있다.

먼저 2000년 초반에 이루어진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을 위한 연구는 쓰기와

관련한 학습자의 요구 조사나 실태 파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정숙, 2000; 김인

규, 2003; 홍정현, 2005; 이수정, 2011 등). 특히 홍정현(2005)은 학문 목적 외국인 유

학생을 위한 쓰기 지도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쓰기 요구 분석을 시도하

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원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위 논문을 쓸 때 한국어 능력

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보다 학문적 측면에 대한 어려움, 즉 전공 내용과 관련된

학술적 글쓰기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이 연구의 결

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수정(2011)에서는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학술적 글쓰기를 수

행할 때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의 원인으로 보고서 내용 구성과 학술적 글쓰기에 대

한 지식 부족, 한국어 능력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학술

적 글쓰기에 필요한 사고 전개와 한국의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선호하는 담화 양식

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들이 담화 공동체의

관습화된 담화 양식을 익힌다면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것이 학술적 글쓰기 교육 내용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의의 전제나 한계를 명

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혜준(2008)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생산한 논증 텍스트와 한국인 학습자가

생산한 논증 텍스트를 논증 도식, 논증 구조, 논증 표지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

다.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학문 목적 학습자가 생산한 논증 텍스트에 대

한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민병곤(2004)의 논증 교육

분석 틀과 국어교육적 성과를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였다는 점이 아쉽다.

최은지(2009)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을 학문 목적 한국어 작문 교육에 적용

하여 외국인 유학생과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작문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특징을 밝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구성주의에 기반한 학문 목적 한국어 작

문 교육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들이 맥락을

배제한 채 텍스트에 나타난 언어 표층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다룬 것에 비해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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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학문 담화 공동체가 요구하는 학술적 텍스트가 가지는 맥락적인 특징을 밝혔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정다운(2009)에서는 학문 목적 글쓰기에서 장르와 과정의 통합적 쓰기 교육을 제

안하였다. 이와 같은 쓰기 교육에 대한 두 접근법의 통합은 각각의 강점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쓰기 교육에 도움이 되는 지점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각 이론

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와 함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통합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접근법이 지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박은선(2014)은 대학원생의 보고서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장르

중심 쓰기 교수를 제안하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쓰기 수업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밝히는 실행 연구를 시도하였다. 수업을 구성하기에 앞서 학위 논문의 선행연구 부

분에 대한 장르 분석을 실시하여 장르적 특징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어 학위 논문 선행연구 고찰 부분의 일반화된 모형과 장르 중심 쓰기 수업을 구성

하였다. 또한 15주 동안 실제 교수의 실행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학문 목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장르 중심 쓰기 교수 모형과 과제 활동을 제안하였는

데 이는 실천적 쓰기 교육 연구로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미정(2016)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지식을 범주화하여 체계적으로 항목화

하여 제시하였는데,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 내용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에 기

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쓰기 지식의 범주 설정이 학

문 목적 학습자의 실제적인 쓰기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된 것이 아니라 선행

연구와 교재 분석, 학습자 설문 조사의 결과 등 간접 자료에서 도출된 것이기에 학

습자의 쓰기 지식의 실체가 어떠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학술적 글쓰기를 수행해야 하는 대학원 유학생들에게 학위 논

문의 장르적 특성을 교육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학위 논문에 대한

장르적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는 학습자에게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가 기대하는 학

위 논문의 장르적 특성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 지식을 한

국어로 더 잘 활용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한국어 학위 논문에 대한 장르 분석적 접근은 학술적 글쓰기 장르가

학문 공동체 안에서 선호되고 통용되는 정형화된 표현과 구조, 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나타났는데, 박은선(2005)의 연구를 시작으로

안지혜(2011), 이주희(2012), 서지혜(2012), 조은영(2012), 윤여옥(2012), 이수연(2012),

이선영(2015), 이슬(2016), 박지희(2016), 박수연(2016)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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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국인 유학생이 생산한 학위 논문의 서론, 결론, 초록 등 특정 부분을 한국어 모

어 화자의 학위 논문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 글

쓰기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의 학위 논문에 대한 장르

분석적 접근이 한국어 교육 분야의 학위 논문에 한하여 시도되다가 최근 박지희

(2016), 이슬(2016)에서는 경영학 학위 논문으로까지 확장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다. 이는 한국어로 학술적 글쓰기를 해야 하는 학문 목적 외국인 유학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11) 향후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질수

록 한국어 교육 전공 외 다양한 전공 분야에 있는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들도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한국어 학위 논문 작성과

관련한 교육적 요구도 증가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문 목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쓰기 교육은 학습자

요구에 따라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시도되고 세분화된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추세

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대상의 학술적 글쓰기 교육 연구에

서 외국인 유학생과 이들의 학술적 글쓰기 과정의 특징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논의

를 생략한 채 응용언어학 분야의 영어 쓰기 이론과 학문 목적 영어 쓰기 교육의 이

론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응용하는 방식으로 연구 영역을 세분화하고 확장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정체성을 위해서도 지양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학술적 글쓰기 교육에 대한 연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어 가는 만큼 연구 방법과 연구 자료의 활용의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

요해 보인다. 김정자(2001: 8)에서는 좋은 쓰기 이론이라면 과정으로서의 글쓰기와

그 결과로서의 텍스트 둘 다를 설명해야 하며, 과정과 결과로서의 글쓰기는 독립적

이고 분리된 개념이라기보다는 같은 현상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개념임을 강조하였

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 내에서 텍스트 결과 중심으로 수행되어 온 기

존 연구 방식에서 다루지 않았던 글쓰기의 과정적 측면, 즉 외국인 유학생의 학술적

글쓰기의 특징과 과정에 대한 면밀한 고찰부터 시작하여 이들의 글쓰기에 실제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맥락까지 살펴보고자 새로운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11) 한국어 교육 전공 외에 한국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영

어를 사용하거나 영어와 한국어 중 능숙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등 반드시 한국어로 학위 논문

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박지희(2016), 이슬(2016)에서와 같이 경영학 학위 논문에 대

한 장르 분석 연구가 시도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내 대학원에서 한국어로 학위 논문을

써야 하는 전공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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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및 연구의 전제

1)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외국인 대학원 유학생의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학위 논문 작성의 양상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학문 담화 공동체라는 특정 맥락 속에서

모어가 아닌 제이언어로 대학원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위 논

문 작성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12)의 방법으로 접

근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가설이나 정형화된 틀을 미리 설정하

지 않고, 연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는 연구자의 주관적 의견과 경험 그 자체

도 연구 과정의 일부로 간주함으로써 연구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해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김정렬・이제영, 2012) 특정 외국인 대학원생이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제이언어인 한국어로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경험하게 되는 현상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먼저 외국인 대학원 유학생이 학문 담화 공동체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위 논문

작성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그리고 사례 연구의 방법으

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로 작성한 학위 논문 텍스트와 그 텍스트가 심사의 절차

를 따라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 중에 드러나는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주요한 상호

작용의 양상을 분석한다.

질적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는 기본적으로 가설이나 선행 연구에 의존하지 않고

연구 초기에 현장으로 들어가 일정한 기간 동안 관찰하고 메모를 하는 등 상식과 논

리로 이해하기 힘든 점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고, 심층 면담과 등의 다양한 방법과

자료를 통해 연구 참여자와 의미를 함께 구축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데이먼

12) 조용환(1999: 33-34)은 질적 연구 방법이 적절한 경우를 다음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 현상, 대상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을 때, 둘째, 사전 지식이 있더라도

그 자체를 의심하고 전혀 낮선 상태에서 다시 탐색, 분석, 해석하고자 할 때, 셋째, 현상 이면의

심층적 구조와 과정을 밝히고자 할 때, 넷째, ‘우리’의 의미가 아닌 ‘그들’의 의미가 궁금할 때, 다

섯째, 확증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상의 의미를 보다 총체적이고 체험적으로 공감하고자 할 때이

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술적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장르 중심적 쓰기 교육과 장르 분

석 등의 시도가 강조되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단발적이

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 사이에 외국인 유학생의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시도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학술적 글쓰기 현상

의 의미를 보다 총체적이고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질적 연구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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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en, 1987)은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먼저 가설을 정하는 반면에, 질적 연구

에서는 가설의 시작이 연구 초기가 아닌 자료 수집과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이후부

터라고 하였다. 데이먼(Damen, 1987: 69)에서 제시하는 질적 연구의 연구 수행 단계

는 [그림 Ⅰ-1]과 같다.

[그림Ⅰ-1] 실용적13) 민속지학의 연구 수행 단계(Damen, 1987: 69)

데이먼(Damen, 1987)은 위의 [그림 Ⅰ-1]에서 ‘단계(step)’라는 용어 사용이 질적

연구의 수행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 오해의 여지가 있

음을 지적하였다. 도식에서 연구 수행의 과정을 용이하게 설명하고자 불가피하게 단

계라는 용어를 하였지만 질적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탐구는 한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분절적 연구의 진행이 아닌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임을 강조하

였다. 본 연구도 [그림 Ⅰ-1]의 실행 단계에 따라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면담과 이들이 생산한 여러 심사 단계의 텍스트 자료를 분석

13) 데이먼(Damen, 1987: 69)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식의 원제목은 “Steps in the Practice of

Pragmatic Ethnography”이다. 여기서 ‘실용적’ 민속지학은 ‘Pragmatic’을 번역한 것이다. 이

는 민속지학 연구를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 경향을 의미한다. 이 연구 방법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라일즈(Riles, 2003)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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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순환적인 과정 속에서 구체화되어 갔다.

사례14)에 접근해 가는 과정에서 연구자15)는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과 공동 대학원

연구실이라는 현장을 2년 이상 공유하면서 수시로 논문 주제와 논문 작성의 어려움

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학위 논문을 함께 써나갈 수 있어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는

연구 현장에 있었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 집단 속에서 연구 대상과 지속적인 상호작

용을 유지하며 연구 집단의 생활을 직접 경험하였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연구 대상과

충분히 우리(we)라는 의식, 즉 내부자적 관점(native perspective)16)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자의 내부자적 관점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 왕단

(FD)17)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14) 이 연구에서 수집한 사례는 복수-내재 사례임을 밝힌다. 사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례

연구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 연구 설계의 모습은 사례의 수와 분석 단위라는 두 가지 변수에 의

해서 달라질 수 있다. 첫째, 사례의 수(number of cases)에 따라 단일 사례(single case)와 복수

사례(multiple case)로 구분할 수 있고, 둘째, 분석 단위에 따라 전체(holistic)와 내재(embedded)

설계로 구분할 수 있다. 복수 사례 연구는 무엇보다도 각각의 하위사례에서 다양한 형태와 속성

을 지닌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가 용이하며 이러한 연구 자료의 다양성은 연구의 반경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례에 대한 분석 단위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

일 수도 있는데 사례에 대한 분석 단위가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경우를 내재 설계(embedded

design)라고 한다. 내재 설계는 사례와 관련된 이론적인 하위 요소들을 사전에 연구자가 인지하

고 이를 통해 연구 수행 과정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줌으로써 연구의 초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106-109).

15) 객관주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발전한 양적 연구의 객관성, 과학성, 일반화의 가치가 학술적 글

쓰기 방식의 관습으로 먼저 굳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연구자 본

인을 가리킬 때 기술의 객관적 태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1인칭이 아닌 3인칭으로 지칭한다. 그러

나 질적 연구는 지식이 상징적이고 주관적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하기에 질적 연구자는 현실의 맥

락에서 분리된 객관적 지식보다는 특정 상황에서 경험되는 사실이나 현상의 내재적 의미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연구를 수행한다(김정렬・이제영, 2012: 200).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연구의 주관

성과 그 주관성을 인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현장에 대한 풍부한 묘사와 깊이 있는 이해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연구자 본인을 지칭할 때도 ‘필자’나 ‘연구자’로 표현하지 않고 그대로 ‘나’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아직 질적 연구의 주관적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학문 담화 공동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존 기술 방식을 유지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지칭할

때 ‘연구 참여자’라고 기술해야 하나 Ⅰ장에서는 대학원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 연구 참여자로 혼

용하여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Ⅲ장부터는 사례에 해당하는 학습자에 대하여 기술할 때 가명(假

名)이나 연구 참여자로 지칭하겠다.

16) 질적 연구에서 지지하는 내부자적 관점이 명확하게 성립하려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본

질적, 즉 생태학적인 정체성이 일치되어야 한다. 예컨대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외국인 연구

참여자가 중국인이라면 연구자도 중국인으로서 동일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그

러나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한정적으로 동일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유사한 경험이 가능한 시간

과 장소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내부자적 관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17) 연구 참여자의 각 이름은 가명이며, 뒤에 부여된 코드 FD는 ‘Foreigner’와 ‘Doctor’s degree’의

약자로 이 사례를 제공하는 연구 참여자가 현재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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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_왕단(FD)

선생님하고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

하는 거 자체가 자본이에요. 교수님들 앞에서 절대로 이런 말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논문에서 선생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소통의 거리가 이 거리하고

저 거리하고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글을 쓰는 데에 어떤 주제거나 철학이거나

토론이거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서 가야하는 건데↗ 근데 교수님과

마지막에서 다루는 이 논문들은 많은 길의 과정을 다 지나가버려서 어느 정도 완성

된 다음에 확인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통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학생

들이 겪는 거를 지도 교수님은 몰라요. 그래서 그 점에서 이 과정에 대한 상세한 자

료는 선생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 [자료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자의 내부자적 관점은 연구 참여자가 주체

가 되어 진행하는 모종의 과정에 대한 깊은 수준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해당 과

정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니고서는 표현해낼 수 없는 의미 있는 진술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 질적 연구로 수행되는 연구는 일반

적으로 연구 집단이 있는 현장에 대한 관찰, 그 현장에서 수집한 텍스트 자료, 그 자

료를 제공해준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간다. 연

구자가 연구 참여자들과 공동의 연구실이라는 연구 현장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질적

연구에서 질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 전제되어 있어야 할 상

호 친밀성과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에 이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학

습자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확인을 위한 심층 면담이 수시로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접근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완성된 하나의 쓰기 결과물을 집중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학습자의 글쓰기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적으로

그 원인에 접근해 가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학습자의 글쓰기 과정과 그 결과물 사

이에서 학습자가 겪게 되는 맥락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학습자의 글쓰기 과정을 민속지학 연구 방법으로 연구자가 참여 관찰자가

되어 살펴보는 방식이 있다. 학습자의 글쓰기 전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설득력 있게 해석해낼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학위 논문을 쓸 때 필자는 상당한 인지적 압력을 받으며 홀로 고뇌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 참여자의 글쓰기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

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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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연구 방법

및 연구 절차
연구 대상 및 자료

Ⅱ장

이론

연구

문헌 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

▪학술적 글쓰기로서 학위 논문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이론적 탐색

▪학위 논문 작성 능력을 이론적으로 탐색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의 학술적 글쓰기의 특징에 대한

이론적 탐색

Ⅲ장

양상

분석

사

례

연

구

▪자료 수집

후 사례 선정

⇓

▪선정된

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

(텍스트 및 심

▪자료1: 한국어 교육 전공 대학원생 24명의 학위 논문

심사본(초심본, 재심본), 최종본 수집

▪자료2: 수집한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설문지 완성,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자료3: 14명의 연구 참여자 중에서 학위 논문 작성의

초심 이전 단계에 있으며 장기 심층 면담이 가능한 조건으

로 연구 참여자 3인을 사례로 선정함. 그 외 자료를 제공

연구 참여자의 사례는 중점 사례를 재확인하거나 뒷받침하

셋째, 학위 논문 작성의 진행 절차를 따라 접근하여 분석하는 방식이다. 물론 글쓰

기의 과정은 특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비약적으로 많은 글을 써낼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과정 중 문제에 부딪혀 한 글자

도 써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수많은 참고 문헌을 찾

거나 찾아낸 문헌 자료들을 읽고 이해하며 내용을 정리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

내기도 한다. 이처럼 학위 논문 텍스트는 선형적으로 완성되어가지 않지만 학위 논

문 작성은 일정한 기간 동안 심사의 절차에 따라 글의 완성도를 순차적으로 높여 간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에게 글의 완성도가 질적으로 달라지는 지점마다

자료를 요청하였고, 심층 면담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학술적 글쓰기 과정을 살

폈다. 학위 논문 작성에 대한 연구 제약으로 인해 글쓰기가 수행되는 전 과정을 불

연속적으로 관찰하였으나 연구 참여자가 학위 논문을 쓰는 동일한 연구 공간에서 연

구 참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위 논문 텍스트가 심사의 과정을 따라 질적으

로 완성된 각 단계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심층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

자가 스스로 자신의 글쓰기와 연구 수행의 과정을 회고하여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연

구의 제약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에 따

라 사용한 연구 방법과 자료를 표로 제시하면 <표 Ⅰ-1>과 같다.

<표 Ⅰ-1> 연구 방법 및 연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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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면담에 대

한 질적 분석)

기 위해 활용함.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해 낸 기타

텍스트 자료(연구 노트, 메모지), 심층 면담 4회 실시,

전사본, 반구조화된 설문지, 심사 의견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하여 사례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사례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설계, 분석 틀

구축, 자료 해석(연구 참여자의 해석 확인 요청)

▪학위 논문 초심본과 완성본 사이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

기까지 학습자의 어려움 고찰 및 분석, 심층 면담을 통하

여 텍스트 변화를 가져온 주요 변인으로 참조모델 활용과

학문 담화 공동체의 조력 방식에 주목하여 두 변인이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관여하는 구체적인 양상을 기술함.

Ⅳ장

교육

내용 및

정책

제안

문헌 연구 및

사례 연구

▪ Ⅱ․Ⅲ장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 과정의 외국

인 유학생을 위한 학위 논문 작성 교육 내용 및 학술적 글

쓰기 지원 정책을 제안함.

Ⅱ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학술적 글쓰기로서의 학위

논문 작성의 일반적 특성과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의 특성을 이론

적으로 확인하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필요한 학위 논문 작성 능력을 재구하였다.

Ⅲ장에서는 한국어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청구

논문 심사본18)(초심본19) 및 재심본, 완성본) 24편(24명의 3종류의 심사 텍스트)을 수

집한 후 우선 초심본을 분석하고 이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20)를 완성하였

다. 14명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외국인 유학

생의 학술적 글쓰기 경험과 학위 논문 작성과 관련된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14명의

연구 참여자 중에서 학위 논문 작성 단계 중 초고본 작성 준비 단계에 있으며 최종

18) 이 연구의 초기에는 초고 텍스트를 중심으로만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를 시작할 당시 학

위 논문 심사본을 이제 막 준비하는 외국인 유학생부터 심사 과정 중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이

미 학위 논문 작성을 끝낸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학위 논문 작성 단계에 있는, 사범대 대학원

에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후 이 연구에 동의한 연구 참여자 24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완성한 초심 텍스트를 수집한

후 분석하였고, 재심 텍스트와 최종 완성 텍스트는 연구 참여자의 학위 논문 작성 단계에 맞춰

시간차를 두고 수집하였음을 밝힌다.

19) 각 대학교와 전공 분야에 따라 학위 논문 심사 절차와 각 절차에 제출하는 학위 논문을 지칭

하는 용어가 다른데 보통 첫 번째 심사를 예비 심사 또는 초심으로 지칭하고 이때 제출하는 논문

을 예비 심사본 또는 초심본으로 지칭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위 논문 자료를 수집한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초심과 초심본으로 용어를 통칭한다.

20) 설문지 전문은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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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본을 마칠 때까지 지속적인 심층 면담이 가능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학위 논문 초심본을 준비하고 있는 3명의 연구 참여자를 주요 사례로 선정

하여 이들의 학위 논문 텍스트의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심사의 각 단계의 전후

로 심층 면담을 정기적으로 하고, 이를 녹음 및 전사21)하여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과 협력의 역할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Ⅲ장에서는 참조 모델의 활용과 조력자 역할

을 수행하는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양상을 중심으로 학위 논문 텍스트와

면담 전사 자료를 재고찰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위 논문 작성과 관련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연구 수행의 측면, 학술적 텍스트 구성의 측면,

학술적 텍스트 언어 표현 능력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 어려움에 실질적으로 관여

하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이끄는,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의 추동력으로 작용하는 참조

모델 활용 양상과 조력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참조 모델을 선정

하고 활용하는 방식과 조력자인 학문 담화 공동체와 협력해 나가는 방식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작용하

는지 살피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가 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 중에 작성한 발달적 쓰

기 결과물을 수집하고, 보조 자료로 연구 노트와 논문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준 조

력자의 피드백 자료 및 녹음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22)

21) 연구 일정에 따라 미리 공지된 심층 면담의 내용은 보이스 레코더로 녹음되고 전사(轉寫,

transcription)되었고 그 외의 온라인이나 메신저를 통한 짧은 면담은 화면으로 캡처되어 자료 해

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담화 상황 자체가 주요한 연구가 아니라 연구 참

여자의 경험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중시되는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전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사를 위해 사용한 기호는 다음과 같다.

기호 의미

↗ 상승 억양을 나타낸다.

↘ 하강 억양을 나타낸다.

? 답을 요하는 질문을 나타낸다.

‥ 발화의 중간에 망설이거나 머뭇거림, 말 끊음을 나타낸다.

(√) 학습자의 문법적 오류를 바로잡음을 나타낸다.

( )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전사자의 설명을 나타낸다.

- 특정 단어를 길게 발음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전사 기호 체계>

22) 연구 참여자에게서 받은 부차적인 자료는 처음부터 자료 수집 계획에 따라 수집된 것이 아니

라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서 일괄적으로 제공받지 못했다. 연구 참여자의 필요에 따라 조력자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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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위 논문을 진행하는 각 단계마다 질적인 변화의 성과가 있을 때마다 심

층 면담을 실시하여 연구의 과정과 글쓰기 과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연구 참

여자의 확인을 받아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Ⅳ장에서는 Ⅱ장의 이론적 고찰과 Ⅲ장의 고찰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필요한 교육 내용과 글쓰기 교육 지원 방안을 제안

할 것이다 그리고 Ⅴ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이 연구의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2) 사례 선정 과정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과제로

해결해 나가는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학위 논문 작성의 각 단계를 거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과의 심층 면담과 학위 논문 텍스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학위 논문 텍스트 초심본을 수집하고, 초심본을 자료로 제공해 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텍스트 자료를 통해서는 한국어로 학위 논

문을 쓰는 외국인 대학원생의 글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문을 통해서

는 학술적 글쓰기와 관련된 경험과 구체적인 필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학위 논문을 완성해 가는 연구 참여자의 학위 논문 작성 능력과 과제 수행의

양상을 질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과

맥락을 질적으로 기술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가 학위 논문을 준비해 나가는 단계부

터 완성도 있게 써내기까지 활용한 연구 노트와 조력자의 피드백 자료를 보충 자료

로 수집하였고 초심 준비 단계, 초심 직후, 재심 준비 단계, 재심 직후로 하여 총 네

차례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심층 면담 이외에도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 KaKao Talk)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과 수시로 학위 논문 작성 단계에서

의 어려움에 대하여 대화함으로써 학위 논문 작성 과정 안에 있는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관찰자로서의 관점과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면담 시간에 녹음을 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논문 작성 준비나 그 과정 중에 연구 노트 작성한 연

구 참여자만 연구자의 요청에 따라 부차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물론 질적 연구는 오랜 기간

에 걸쳐 연구 현장으로 들어가 자료를 수집하나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수집되기보다는 현

상을 관찰하면서 그 현상을 풍부하게 해석하고 설명해 낼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현장 중심으로 수

집해가며 연구 질문을 찾아가는 연구이기에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수집되고 정리되기 어렵다. 대

신에 연구자가 오랜 기간 그 현장에 있기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과 연구 질문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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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3년 1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

서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의 양상을 살피기 위하여 계획 발표를 끝

내고 초심을 준비하는 한국어 교육 전공 유학생의 학위 청구 논문 초심본 자료 24편

을 순차적으로 수집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위 논문 쓰기를 시작하는 초반에는 학위 논

문 쓰기를 착수하고 학위 논문을 완결성 있게 구성하기 전까지 언어적인 측면보다는

내용을 생성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학위 논문과 관련된 주제 선정 이후 특정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물을 찾아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써내며 연구

문제를 초점화하면서 연구를 구체화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언어

자체의 문제는 부차적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초심본부터 수집하였다.23)

이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여 초심본 자료를 제공한 참여자는 총 24명이며, 석사 과

정생은 16명(여 9명, 남 7명)이고 박사 과정생은 8명(여 6명, 남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부여하여 <표 Ⅰ-2>과 같이 정

리하여 제시하였다. 초심본 자료는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한국어로 학위 논문을 쓸

때 겪는 전반적인 언어적, 텍스트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문항 구성과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변화된 재심본 자료와의 비교 텍스트로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의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처리하였으며 가명 뒤의 영어 약자, FM(F: Foreigner, M:

Master’s degree)은 석사 학위 과정의 학생을, FD(F: Foreigner, D: Doctor’s degree)

는 박사 학위 과정의 학생을 구분하기 위하여 표기하였다.

23) 김민혜(2014), 박수연(2016)에서도 첫 번째 심사에서 제출하는 예비 심사 논문을 분석 대상으

로 삼고 있다. 이들은 초고본(예비 심사본)을 학문 담화 공동체의 첨삭을 받지 않은 초고 논문으

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연구 참여자의 솔직한 확인이 없으면 명확하게 보장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은 그 준비 단계부터 학문 담화 공동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뿐더러 더욱이 공식적인 심사의 요건을 갖추어 제출해야 하는 초심본의 경

우는 학습자의 초고에 학문 담화 공동체의 첨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

히 학문 목적 외국인 유학생과 모어 화자의 학위 논문 텍스트에 대한 장르 분석일수록 초고 텍스

트를 수집하기 위한 과정을 상세히 기술해 줌으로써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왜

냐하면 이러한 장르 분석 연구의 초점이 모어 화자의 학위 논문 텍스트를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

생의 학위 논문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과 수사적 구조의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학습자의 장르 지식

과 장르 관습의 부족함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도 초심본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

를 수집하였으나 위의 두 연구와 다른 점은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초심본에 학문

담화 공동체의 첨삭 부분이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학위 논문 텍스트 작성 과정의 양상을 살피고 그러한 양상을 둘러싼 맥락 요인을 심층 면담

을 통하여 질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장르 분석 연구들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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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가명/석사생 모어 성별
한국어

전공 여부(학사)
대학원 재학 기간

1. 응온(FM) 베트남 어 여 ○ 6학기

2. 황밍(FM) 베트남 어 여 ○ 7학기

3. 아락스(FM) 아르메니아 어 여 ○ 6학기

4. 칸(FM) 힌디 어 남 ○ 6학기

5. 쟈야드(FM) 힌디 어 남 ○ 5학기

6. 카즈마(FM) 일본어 남 ○ 4학기

7. 에이타(FM) 일본어 남 ○ 8학기

8. 왕리(FM) 중국어 여 ○ 6학기

9. 천지아(FM) 중국어 여 ○ 7학기

10. 얀몽(FM) 중국어 여 ○ 5학기

11. 장루이(FM) 중국어 여 ○ 5학기

12. 위청(FM) 중국어 여 ○ 6학기

13. 마우러(FM) 타이 어 남 ○ 5학기

14. 쭌끼얏(FM) 타이 어 여 ○ 8학기

15. 에네스(FM) 터키 어 남 ○ 8학기

16. 투란(FM) 터키 어 남 ○ 6학기

F: Foreigner, M: Master’s degree 

순서/가명/박사생 모어 성별
한국어

전공 여부(석사)

대학원 재학

기간

17. 까밀라(FD) 러시아 어 여 ○ 15학기

18. 도미엔(FD) 베트남 어 여 ○ 10학기

19. 리티엣(FD) 베트남 어 여 ○ 23학기

20. 지앙우(FD) 중국어 여 ○ 17학기

21. 짱이(FD) 중국어 여 ○ 7학기

22. 왕단(FD)24) 중국어 여 × 10학기

23. 류이호(FD) 중국어 남 ○ 11학기

24. 켄토(FD) 일본어 남 ○ 15학기

F: Foreigner, D: Doctor’s degree 

<표 Ⅰ-2> 초심본 자료 제공자 정보(석사 과정생 16명 및 박사 과정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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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초기에는 외국인 석사 과정생에 한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면서 외국인 박사 과정생25)도 연구 참여자에 포함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외국인 박사 과정생은 석사 학위 논문을 써 본 경험이 있어 학술적 글쓰기의 과정에

대한 인지적이고 메타적인 인식이 분명하였다. 이에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더 다양하고 풍부하게 진술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인 박

사 과정생은 기존의 학술적 글쓰기 경험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 쓰기에 대한 구체화

된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외국인 박사 과정생은 외국인 석사 과정생보다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에 대한 질적 연구의 의미와 가치에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이 연구 수행

에서 유용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초심본 자료를 제공해 준 연구 참여들을 대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쓰기를 가능하게 하는 추동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실시의 목적은 다음 7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설문 조사 목적>

① 글쓰기 경험 조사 → 학위 논문 쓰기에 글쓰기 경험이 미치는 영향 조사

② 모어의 활용 조사 → 학위 논문 쓰기에서 모어가 미치는 영향 조사

③ 조력자 조사 → 학위 논문 쓰기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 유형과 역할 조사

④ 참조 모델 조사 → 학위 논문 쓰기에 참조 모델이 미치는 영향 조사

⑤ 인지적 노력 조사 → 학위 논문 쓰기에서 연구와 관련된 학습자의 노력 조사

⑥ 한국어 능력 조사 → 학위 논문 쓰기에서 발생하는 한국어 문제 조사

⑦ 정의적 영역 조사 → 학위 논문 쓰기에 미치는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 영향 조사

24) 연구 참여자 왕단은 사범대 교육학과 소속의 중국인 박사 과정생으로, 나머지 23명의 연구 참여

자들과는 학과 소속이 다르다. 그러나 동일 사범대 소속의 대학원생으로 논문에서 교육적 관점을

중시하는 연구 풍토에서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다문화 적응 문제에 대해

한국어로 학위 논문을 쓰고 있어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의 이질적인 측면이 크게 드러나지 않기에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이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자와 사범대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연구

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라포도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다.

25) 이 외국인 박사 과정 수료생들은 본 연구자와 공동의 연구실에서 최소 1년 이상 함께 논문을

준비하고 써 온 연구 참여자들이다. 그러나 박사 학위 논문은 석사 학위 논문에 비해 준비 기간

과 연구 수행 과정이 길다. 외국인 석사 과정생들은 수업을 듣는 과정 중에 학위 논문을 준비하

여 그 과정 중에 끝내거나 길어야 수료 후 2년 안에 논문 작성을 마무리한다. 이에 비해 외국인

박사 과정생들은 대부분 수료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학위 논문과 관련한 연구에 착수하는데, 집중

적으로 초심본을 작성하여 심사를 받기까지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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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내 용 목 적 방 식

1 모어 학문 목적 글쓰기 교육 경험 여부 ①, ② 단일 응답

2 모국에서의 모어로 경험한 글쓰기 종류 ①, ② 복수 응답

3 모어로 학위 논문 작성 경험 여부 ①, ② 단일 응답

4 한국에서의 한국어 학문 목적 글쓰기 교육 경험 여부 ① 단일 응답

5 한국 대학원 진학 이전 경험한 글쓰기 종류 ① 복수 응답

6 한국 대학원 진학 이후 경험한 글쓰기 종류 ① 복수 응답

7 한국에서 학문 목적 글쓰기 교육 기관 ① 단일 응답

8 한국에서 학위 논문 작성 교육 경험 여부 ① 단일 응답

9 한국어로 학위 논문 작성 여부 ① 단일 응답

10 모어와 한국어의 학위 논문 쓰기 차이점 기술 ② 개방형

11
한국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필요한 글쓰기 장

르 및 그 이유
⑤

복수 응답

및 개방형

12 학위 논문 텍스트 구성에서 어려운 과정 ⑤, ⑥
순서 나열

및 개방형

13 학위 논문 작성에서 글쓰기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 ④, ⑤ 순서 나열

14 학위 논문 작성과 관련된 글쓰기 문제 해결 전략
③, ④,

⑤
복수 응답

15 학위 논문 작성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조력자 존재 여부 ③ 단일 응답

16 학위 논문 작성에 도움을 받고 있는 조력자 유형 ③ 복수 응답

17 학위 논문 작성과 관련한 조력자의 구체적인 도움의 유형 ③ 복수 응답

18 학위 논문 작성에서 개인의 인지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 과정 ⑤ 복수 응답

19 글쓰기 참조 모델의 존재 여부 ④ 단일 응답

20 글쓰기 참조 모델의 활용 방식 ④ 복수 응답

이러한 설문 조사의 목적을 바탕으로 설문지는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

적인 내용과 목적, 문항 구성은 <표 Ⅰ-3>과 같다. 연구 참여자와의 일차 면담은 이

설문을 바탕으로 심층적인 대화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면담 자료는 <표

Ⅰ-3>의 문항 구성에 따라 코딩하여 전사하였다.

<표 Ⅰ-3> 설문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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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논문 쓰기는 장기간에 걸쳐 최소 수십 장에서 수백 장에 달하는 분량을 써내

야 하는 호흡이 긴 글쓰기이다. 장기간이라 함은 연구 주제를 구상하고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여 실험을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집중적으로 써내기까지 최소 1년 이상

의 시간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위 논문 쓰기는 한 사람의 글쓰기라고 해도

특징적인 하나의 양상만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학위 논문 작성은 장기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지적․심리적 압박을 받으며 텍스트를 완성해 가는 과정적

작업26)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모어 화자가 처음에 작성해낸 초고 텍스트 자체만을

두고 언어 표면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드러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

이다. 하물며 자신의 모어가 아닌 언어로 이 과정을 수행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적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겠지만 그 또한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적 오류로 다루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학위 논문 작성의 중간 단계에서 드러나는 언어 표현과

문법, 텍스트적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 사용의 어려움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룰 수 없다. 즉, 언어적인 문제를 살피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의 글쓰기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지 충분한 조건으로 충족될 수 없다.

학위 논문은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수행하기 전까지 필요한 준비 단계와 초심 일정

에 맞추어 텍스트를 생산하고 심사를 거쳐 수정하며 완성도를 높여가는 일련의 과정

을 통해 최종본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완성본이 나오기까지의 일련의 전

과정을 함께 살펴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글쓰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어 교

육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가 언어를 사용하는 맥

락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언어 사용의 결과만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이에 이 연

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의 변화와 학위 논문 텍스트의 질적

인 변화에 관여하는 맥락 요인을 함께 고찰, 분석하고자 한다. 과정의 맥락을 함께

고찰해야 글쓰기 과제의 역동성, 실제성, 현장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과제를 해결

하도록 이끄는 추동력(推動力)의 실체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한 연구는 그 과정이 펼쳐

지고 있는 연구 현장이 담보될 때에 가능하다. 그러나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글쓰

기를 관찰할 수 있는 같은 연구 공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인지적 사고 과정

26)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작업’에 대하여 ‘일정한 목적과 계획 아래 하는 일’로만 정의하고 있는

데, 이 일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는 설명을 덧붙이자면 작업이란 ‘일정한 목적과 계획 아래 수행되

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일’이라고 해야 그 의미가 명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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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학위 논문 쓰기의 역동적이고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글쓰기 과정에 대한 현장성

을 온전히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의

과제 처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텍스트를 통해서 그 과정을 질적인 방

법으로 역추적해 갈 수밖에 없으며27), 이 과정에서 과제를 둘러싼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생산한 학습자의 회귀적(recursive) 사고를 통한 설명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완성도가 각기 다른 학위 논문 텍스트와 그 텍스트

를 생산한 연구 참여자의 심층 면담 자료를 중심으로 학위 논문이 각 절차에 따라

완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연구 참여자가 경험하는 필자로서의 어려움을 묻고 확인

하는 방식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 사이의 부단한 대화의 과정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조용환, 1999: 23),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목적과 문제를 미리 설

정하였더라도 연구 현장에 고정된 연구의 체계와 분석틀을 미리 확정해 놓고 가지

않는다(조용환, 2004). 질적 연구는 연구 현장을 관찰하고 연구 대상자와 심층 면담

을 진행하면서 그 현장을 잘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과 재구성을 통해

연구를 조종해 가는 연구 방법28)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 방법

을 통해 우리 삶의 현장에 가까이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지 않을

때 낯설게 보는 방식으로 대상을 새롭게 탐색, 분석, 해석해 나갈 수 있다(김한미,

2009: 8). 즉,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가 놓치는 미세하지만 중요한 현상들에 총체적이

고 체험적인 방식으로 공감함으로써(조용환, 1999: 34)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를 가능하게 한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교류하면서 그들의 학

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조언자의 역할을 하며 이들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연구 환경 가운데 연구자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학위 논문 작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24명의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초심본과 재심본, 완성

27) 이 연구에서 생산된 텍스트에 대하여 질적인 방법으로 역추적해 간다는 의미는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와 달리 특정 가설이나 정합적인 방법을 미리 설정해 두고 연구를 시작하지 않는다(조

용환, 2004)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방법이 정합적이지 않다는 말은 곧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쓰기 행위에 담겨있는 의미를 가장 잘 해석해 낼 수 있는 방향에 대

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짚어가며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텍스트 자료와 그 텍스트를

생산한 연구 참여자로부터 나온 경험적 해석이 담긴 면담 자료를 기초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쓰기 행위를 따라갔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의미를 중심으로 결론에 도달하였음을 밝힌다.

28) 조용환(1999, 2004)과 김한미(2009)의 기술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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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텍스트를 수집, 분석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텍스트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초심본에 나타나는 심각한 언어적 오류들은 심사 과정을 거쳐 학문

담화 공동체의 도움으로 수정되고, 완성도가 확보된 최종본 형태로 나오는 과정을 관

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에 드러나는 언어적인 문제가 외국인 유학생의 학

위 논문 작성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학위

논문 작성 단계마다 언어적 요인의 중요성도 달라진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또한 학위 논문의 초심본을 분석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의 수준이 매

우 높음에도 학위 논문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와 반대로 한국어 능력의 수준이

부족해 보여도 학위 논문 작성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원활한 경우도 있었다. 학

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분명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한국어 글쓰기 능력이 요구

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다른 영역의 능력이 요구되며,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

문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맥락 요인의 존재에 대해 추론을 하게 되었다. 이러

한 문제의식 가운데 초심본과 최종본 텍스트 사이에 나타나는 질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텍스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는 연구 고민

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3년 외국인 유학생의 각기 다른 학위 논문 텍스트를 수집하기 시작할 때는 연

구 참여자들이 외국인이라는 특성에 주목하여 이들이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학술적

텍스트의 언어 표현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가장 클 것이라는 연구자의 가정이 있었

다. 그래서 학위 논문의 초고본과 심사본, 완성본 텍스트 사이의 언어적인 측면의 변

화를 살피고 마지막에 이러한 연구자의 분석 결과를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구 진행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학위 논문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과 대면하면서 학위 논문 작성의 단계마다 언어적인 측

면의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지며 오히려 학위 논문의 과정에서 언어 외적인

측면인 연구 수행 능력이 더 요구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29) 이러한 연구 진행의

맥락에서 학위 논문 작성을 시작하는 연구 참여자의 학위 논문 텍스트를 수집하고

논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며 학위 논문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알아보고

자 <표 Ⅰ-3>에 따라 설문 문항을 구상하였다. 설문과 함께 시작한 심층 면담을 통

29) 조용환(1999)에서는 질적 연구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로 연구 질문의 움직임을 꼽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연구 질문의 변화는 질적 연구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 즉, 연구 현

장에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연구자의 연구 질문과 그 현장에 있는 연구 집단이 인식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질적 연구자는 연구 현장 속의 연구 집단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 문제를 수정해 가는 유연성을 지녀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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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구 참여자들이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요구되는 학위 논문 작성 능력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텍스트 중심의 자료 분석

에서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있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담 자료 분석으로 연구

의 중심을 옮기게 되었다.

초기 참여자까지 포함한 연구 참여자는 모두 24명이며, 이들이 제공한 세 종류의

학위 논문 텍스트는 심사 절차에 따라 완성도가 달랐다. 연구 초기에는 외국인 유학

생의 학위 논문 텍스트만을 수집하였는데, 연구자가 연구 문제를 구체화해 가는 과

정 중에 연구 참여자들 10명은 이미 졸업을 하여 귀국한 상태로 설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할 수 없었다. 논문 작성 과정을 고찰해야 초심본에서 최종본 사이의 질적인 변

화와 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맥락 요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14명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설문과 심층면담을 실

시하였다. 이 14명 중 학위 논문 작성 과정 중 연구자와 지속적으로 심층 면담이 가

능하다고 밝힌 연구 참여자 3명, 천지아(FM), 얀몽(FM), 장루이(FM)를 대상으로 학

위 논문 심사 과정을 전후로 하여 최소 4회에 걸쳐 정기적인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

다. 최소 4회라고 밝힌 것은 정해진 심층 면담 일정 외에도 온라인으로 추가 면담을

수시로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심층 면담은 <표 Ⅰ-4>와 같이 이루어졌다.

<표 Ⅰ-4> 주요 연구 참여자 3인30)과의 심층 면담 정보

연구 참여자
면담1

(초심 전)

면담2

(초심 후)

면담3

(재심 전)

면담4

(재심 후)

총 면담

시간(분/초)

천지아(FM) 72' 52" 15' 06" 71' 31" 48' 29" 207' 58"

얀몽(FM) 93' 50" 50' 28' 48" 33' 56" 206' 34"

장루이(FM) 44' 27" 17' 47" 33' 30" 41' 09" 136' 53"

30) 주요 연구 참여자 3인은 모두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여자 중국인 유학생이다. 주요 연

구 참여자 3인 외에도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도 비정기적인 심층 면담이나 상시 대화, 온라인 메

신저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3인을 주요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이

들과의 면담은 학위 논문 심사가 진행되는 중요한 지점마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초심을

받고 나오면서 바로 면담을 진행하거나 초심 이후 수정한 결과물을 가지고 지도교수를 만나고 나

오면서 바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진술의 생동감, 생생함이 다른 연구

자들과의 면담 자료와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연구자가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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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연구

참여자

텍스트

자료

설문

자료

면담

자료

온라인

대화 자료

초심/재심

심사 의견

연구 노트 및

논문연구자료

1 황밍(FM) ○ ○ 2회 ○ × ×

2 카즈마(FM) ○ ○ 1회 × × ×

3 천지아(FM) ○ ○ 4회 ○ ○ ○

4 얀몽(FM) ○ ○ 4회 ○ ○ ○

5 장루이(FM) ○ ○ 4회 ○ ○ ○

6 에네스(FM) ○ ○ 2회 ○ ○ ×

7 까밀라(FD) ○ ○ 1회 × ○ ×

8 도미엔(FD) ○ ○ 2회 ○ ○ ×

9 리티엣(FD) ○ ○ 2회 ○ ○ ○

10 지앙우(FD) ○ ○ 1회 ○ × ×

11 짱이(FD) ○ ○ 1회 ○ × ×

12 왕단(FD) ○ ○ 5회 ○ × ○

13 류이호(FD) ○ ○ 3회 ○ ○ ×

14 켄토(FD) ○ ○ 3회 ○ ○ ×

그러나 이 연구에서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기술할 때 위의 연구 참여자 3명의 사

례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심층 면담과 설문을 1회 이상 실시한 나머지 11명의 연구

참여자의 자료에서도 해당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추가 기술하였다. 단 11명의 연구

참여자의 경우 학위 논문 심사의 과정에 따라 절차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지 않

고 학위 논문 작성 중에 산발적으로 가능한 시간에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음을 밝힌

다. 연구 참여자 14명이 제공한 자료 정보를 정리하면 <표 Ⅰ-5>와 같다.

<표 Ⅰ-5> 수집한 연구 자료 세부 정보31)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 천지아(FM), 얀몽(FM), 장루이(FM)를 중심

으로 사례를 고찰하여 기술하되 그 외의 연구 참여자들이 제공한 자료들 또한 중점

사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하였다. 또한 텍스트가 주요한 분석 대상이 될 때

31) 좀 더 상세한 인적 사항은 21쪽의 <표Ⅰ-2>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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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례 선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체 연구 참여자들이 제공한 텍스트를 분석의 대

상으로 삼았고, 분석 이후 분석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또는 면대면 면담을

진행하였음을 밝힌다.

3)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 라포(rapport)

라포(rapport)32)의 사전적 의미는 상호간에 신뢰하며 감정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는

인간관계를 의미한다(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1).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 정기적인 심층 면담을 통해 의미 있는 자료를 얻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라포 형성(rapport-building)33)이

중요하다. 이 라포의 개념에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긍정적이고 편안한 느낌, 즉 마

음이 통하는 느낌을 포함(Dell, 1991)하는데, 이 라포는 상호 신뢰 속에서 형성된 밀

접하고 조화로운 관계 안에서 형성(Weitz, Castleberry & Tanner, 1992)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신뢰’, ‘친밀함’, ‘안정

감’, ‘조화’, ‘마음이 통하는 느낌’, ‘유대감’, ‘배려’, ‘관심’, ‘협조’ 등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질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전제가 된다.

무엇보다 연구자는 오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고급 학습자의 글쓰기에 대한 문제

의식 속에 학위 논문 연구 주제를 잡고 연구의 범위를 정한 후 관련된 이론서들을

공부하며 연구를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상당 기간 동안 이론서와 자

료를 들여다보며 이해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지만 읽는 행위만으로는

논문이 진척되지 않음을 경험하였다. 논문의 진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지적, 심리

적 부담을 이겨내고 쓰는 행위를 해야 한다. 물론 학위 논문의 각 단계들, 즉 자료를

찾고 이론서를 읽고 정리하고 실제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유형화하여 범주

화하는 그 모든 과정 중 소홀히 할 수 있는 단계는 없다. 그러나 학위 논문의 진척

32) 라포(rapport)는 프랑스어로, 여러 학문 분야(심리학이나 최면학, 교육학 등)와 연구자마다 ‘라

포’, ‘레포’, ‘래포’, ‘라포르’ 또는 ‘교감’이라는 학술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등 다양한 표현과

의미로 정의하여 두루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라포’가 ‘교감’이라는 용어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에, 이 연구에서는 교육상담 분야에서 통용하고 있는 ‘라포’로 용어를 통칭하겠다.

33) 라포 형성의 시기에 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 Szasz & Hollender(1956)는

상담의 초기과정에서 형성된다고 하였고, Reiss(1960)는 수레바퀴 이론을 설명하면서 라포 형성의

시기는 라포를 형성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고, 사회계급, 종교, 가정환경과 같은 유사성이

높을수록 라포 형성이 빨라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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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쓰는 행위이다. 각 단계들을 수행하며 그것을

글로 써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쓰는 것을

미루다 보니 잘 쓰지 못했고 쓰지 못하다 보니 많은 기간 동안 연구에 들인 공만큼

의 성과가 없었다. 그리고 여전히 글쓰기를 하고 있는 지금도 글쓰기의 어려움을 느

낀다.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연구자의 경험적 내러티브를 풀어놓는 것은 연구자의

이러한 지점이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고자 함이다.34)

그래서 연구자는 누구보다 학술적 글쓰기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깊다. 더욱이

자신의 모어가 아닌 제이언어인 한국어로 학위 논문을 써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깊은 동정과 연민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의 형편과 능력이 허락

되는 한에서 한국어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외국인 대학원생들에게 도움을 제공하

여 왔다. 학문 담화 공동체라는 맥락 안에서의 이러한 이해와 도움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에 원활한 상호 협조를 가능하게 하였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연구자에게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학위 논문의 초고 자료와 초심본, 재심본, 심사

의 결과를 담고 있는 심사 의견서, 연구 노트, 동일 학문 담화 공동체에 있는 동료의

피드백 사항 등 다층적이고 다양한 연구 자료를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각 논문

의 진행 단계마다 정기적인 심층 면담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 주었다. 그 외에

도 수시로 메신저를 통하여 협조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논문 진행에 실제적인 도

움을 제공하고 있는 조력자들과 만남이 있을 때마다 연구 참여자가 받은 실제적인

피드백 사항을 연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녹음하여 자료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연구는 연구 대상을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실증주의 인식론을 따르

는 연구자가 사례 선정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래야 한다고

믿는 것과 달리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인 사례를 선정할 때 연구자가 완전히 중

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김한미, 2009)을 인정하고 시작한다. 따

라서 “거시적인 경향 파악을 추구하지 않는 질적 연구자에게 사례 선정은 매우 목적

34) 구영산(2011: 32)에서는 국어수업담화의 불연속 상황의 발생을 고찰하고 그것이 언어적 자질에

대여 함의하고 있는 바를 탐색하고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 소재의 초등학교 근처로 이사

하였다. 이는 그 연구지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위하여, 즉 그 지역 사회에 속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 속 정서를 익히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연구자를 국어수업담화

를 관찰자, 연구자로 인식하기보다 동네의 편한 이웃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 친숙한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삶이 공유되는 공간과 그 공간 속에서 함께 보내는 절대적 시간이 라포 형성의

전제이며, 이 라포가 형성되었을 때 연구 참여자는 연구에 형식적인 동의 차원을 넘어, 그 연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믿음 속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연구자에게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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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의식적인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김한미, 2009). 이 연구에서도 “목적적이고

의식적”으로 사례 선정을 하였는데, 김한미가 ‘시간’을 질적 연구 자료의 질을 판가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설정하고 사례를 선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 연구에

서는 같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학위 논문 작성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연구

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친밀감, 유대감 속에 형성된 상호신뢰의 관계, 즉 ‘라포’를 사

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학위 논문 작성이라는 인지적,

심리적 압박이 큰 과정을 지나는 연구 참여자에게서 학위 논문 작성과 관련된 수많

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 과정에 대한 경험을 다시 끌어내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라포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연구가 불가능하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에 라포가 형성되면 진정한 상호 신뢰 관계가 성립되어

생산적인 분위기를 촉진시키고 상호 간에 성공적인 관계를 도출할 수 있어

(Minichiello, Aroni, Timewell, & Alexander, 1990) 연구 참여자가 적극적인 자료 제

공자의 역할을 해 준다.35) 이와 같은 라포의 형성은 심층 면담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에 즐거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개인적인 유대감을 공고히 하여 연구

자가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연구자는 연

구 참여자가 학위 논문 작성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들을 솔직하게 들을 수 있었으며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결과를

녹음 자료와 텍스트 자료로 수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호작용이 있었

을 때의 연구 참여자가 느낀 정의적인 영역에서의 변화와 그것이 학위 논문 작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4)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이 연구는 대학원 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설명하는

연구가 아닌 이해하기 위한 연구이다.36) 질적 연구의 관점에서 시작한 이 연구는 특

35) 심리학에서는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심리적 교감인 라포가 면담의 초반에 형성되면 면

담의 질적 차이가 유발되어, 내담자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참여와 자발적 보고를 촉진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Morgan & Friedemann, 1988; 이승진․곽금주, 2014).

36) 곽영순(2009: 37)에서는 “질적 연구자는 자신을 주어진 주제에 대한 사실과 진실을 밝혀내는

권위적인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와 함께 공유한 삶의 경험 속의 상호작용으로부

터 의미를 파악해내는 의미 생산자로 간주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양적 연구

를 검증과 설득에 목적을 둔 인식론적 연구로, 질적 연구를 삶 속에서의 발견과 이해의 문제를

다루는 존재론적 연구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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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학원 과정에 속해 있는 특정 사례에 해당하는 특정 외국인 유학생의 존재에 대

한 깊이 있는 이해를 목적으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위 논문 작성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이 문제들로 인해 좌절하거나 극복하게 되는 각 지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위 논문 쓰기가 외국인 유학생과 그들이 속해 있는 학문 담화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은 지금까지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학술적

글쓰기와 관련된 연구들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대학원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

을 위한 한국어 학술적 글쓰기 교육의 범주 안에 있는 학위 논문 작성이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내용으로 선정되어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교육적 접근 방향과 방법, 내용 선정에 있어

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특정 학습자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데서 출

발하였다.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학술적 글쓰기의 주체로서 겪는

글쓰기 경험을 면밀하고 자세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특정 맥락에 있는 특정 대상으

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대상은 S대학교 사범대 대학원 과정에서 한국어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외국인 대학원생37)이며, 이들이 작성한 학위 논문 텍스트이

다. 좁게 보면 이러한 사례 연구가 특정 상황과 맥락에 처해 있는 개별 학습자의 경

험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학술적 글쓰기라는 공통의 큰 맥락에서 볼 때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학습자과 공유되는 지점이 존재한다.38) 이는 학위 논

문에 담아낸 언어가 한 개인의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관점을 전제한다. 즉, 학위 논

문 텍스트는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가 용인하는 언어 표현과 구조, 내용을 담고 있

기에 공동체의 구성원인 외국인 유학생이 작성한 텍스트를 유학생 개인의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 대상이 처해 있는 맥락이 분명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는 연구 대상이 처

해 있는 맥락을 공유하는 다른 학습자에게는 그만큼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연구의 제약이면서 동시에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학

37) 과정 이수를 위해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원 과정생과 이미 수료에 필요한 수업을 모두 이수한

대학원 수료생 모두를 대학원생으로 통칭하였다.

38) 강민수・문용린(2007: 3)에서는 “대부분의 개별적 삶의 역사는 보다 넓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일어나며,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은 구분될 수 없다. 대부분의 전기들은 개별적인 삶과 역사

의 한 시기 둘 다에 관한 증언이고, 구조와 주관성을 결합시킨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한 개인

의 경험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을 사회적 맥락과 분리한 채 오직 특

정 개인에게만 속한 경험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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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에 대한 고려가 전제가 되어 있는 교육학 분야의 연구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제한점이기도 하다. 모든 학습자의 특성은 다르며, 학습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맥락

도 다르다. 학습자의 상황과 맥락이 서로 다르다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특정 학습자

에 대한 이해가 교육적 논의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언어 교육이 특정 맥락에 처해 있는 특정 학습자에게 맞추어지는 것에

대하여 누난(Nunan, 1991: 228)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교수 방법은 이제까지 존재하

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결과라고 말하였다.

또한 쿠마라바디벨루(Kumaravadivelu, 2006: 538)는 ‘특정성의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는데, 이는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 포함된

특정 제도적 맥락 속에서 특정한 목표들을 추구하는 특정한 무리의 학생들을 가르치

는 특정 교사들에게 민감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교육의 방법과 내용은 고유한

맥락과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개별 집단에 속해 있는 언어 학습자들, 그리고

그들의 언어 학습 목적에 맞추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고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자적 관점을 견지하며 한국어 교육의 맥락에서 학술

적 글쓰기 교육의 대상이 되는 특정 대학원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질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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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

연구의 이론적 전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연구에서 중

점적으로 살펴볼 학술적 글쓰기로서의 학위 논문의 특성을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학술적 글쓰기로서 학위 논문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찰한 후 이 연

구에서 규정하는 학위 논문 작성의 세부 능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

의 학위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특성을 고찰하였다.

1. 학술적 글쓰기로서 학위 논문 작성의 일반적 특성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위 논문 작성 과정 연구에 앞서 학술적 글쓰기로서 학위

논문 작성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위 논문 작성에는 매우 다양하

고 복잡한 능력이 요구되는데, 실용적인 글쓰기와 달리 학술적 글쓰기인 학위 논문

작성은 연구 수행을 통한 학술적 텍스트 구성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다. 여기에서는 학술적 글쓰기로서의 학위 논문 작성의 일반적 특성을 연구 수행의

측면과 학술적 텍스트 구성을 위한 장르 관습의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

적으로 첫째, 연구 문제 설정이 중요한 글쓰기, 둘째, 자료 통합적 글쓰기, 셋째, 전

문 독자층과의 의미 협상적 글쓰기, 넷째, 이론적 고찰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 다섯

째, 물러섬과 나아감이 반복되는 역동적인 글쓰기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연구 문제 설정이 중요한 글쓰기

연구 주제 탐색과 연구 문제의 설정은 실제적인 연구 수행 초반에 이루어진다. 학

위 논문 작성자는 연구 주제를 선택한 후 그 주제 영역과 관련하여 연구 문제를 설

정해야 하는데, 초점화된 연구 문제는 학술적 글쓰기의 내용을 한정하기 위해 필요하

다. 연구 수행은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하여 일관되고 논리적인 탐구 과정을 전제하는

데, 학위 논문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호흡이 긴 텍스트를 구성해야 하는 글쓰기에서

는 명확한 연구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일정한 탐구의 방향을 따라 글쓰기를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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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연구 목적은 ‘쓰기 윤리’ 교육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

생들이 인격을 도야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쓰기 윤리’ 교육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 내용을 설계하

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우리의 전통적인 언어문화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 등을 고려

할 때, 국어과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쓰기 윤리’의 개념 및 특성은 무엇인

가?

둘째, 쓰기 윤리의 실천에 관여하는 요소와 각 요소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구 문제가 전체 연구의 과정 속에 연구자가 다른

길로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위 논문에서 명확한

연구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 문제를 도출해 내는

것은 연구의 전반적인 성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 문제의 설정을 연구 수행

의 첫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김경호․차은진, 2012: 91).

과정 중심의 작문 이론에서는 글쓰기 과정의 순환성을 강조하는데, 학위 논문 작

성은 일정한 심사 일정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특징으로 인해 반성적 사

고의 회귀성, 순환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원진숙(2005: 74-75)에서는 학술적 글쓰기

필자가 상위인지 기능으로 반성 작용을 함으로써 쓰기 과정을 회귀하는 원리를 ‘쓰

기의 순환성’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때 필자는 학위 논문의 연구 주제에 대하여 집중

적으로 되풀이하여 생각하게 됨으로써 초점화된 연구 문제를 찾아가게 된다. 집중적

이고 되풀이되는 사고의 과정을 거쳐 연구 문제를 초점화해 가는 것은 섬광처럼 번

뜩이며 떠오르는 연구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가다듬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임을 의미한다.

연구 문제는 학위 논문 서론의 ‘연구 목적과 필요성’에서 상술하는데, 일반적으로

연구 문제는 두 가지 문장으로 표현하여 기술할 수 있다. 즉, 의문문의 형식으로 연

구 질문을 던지며 기술하기도 하고, 서술문의 형식으로 기술하기도 한다. 그런데 연

구 필자에 따라 연구의 목적과 연구 문제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기술하는 경우도 있

다. 때로는 연구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고 연구 목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있다. 한국인 학위 논문의 예를 통해 이러한 두 종류의 기술 방식을 살펴보면

[자료2_강**(2013)], [자료3_최**(2006)]과 같다.

[자료2]_강**(2013)_연구 목적과 필요성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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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하위 요소는 무엇인가?

셋째, 쓰기 윤리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어떻게 구

성할 수 있는가?

이러한 고급 학습자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고급 학습자 중심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교수․학습의 맥락을 조명하고, 이

를 바탕으로 고급 학습자 말하기 수업에 필요한 교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서 교사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힌다.

둘째, 한국어 고급 학습자 수업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양상의 실제를 분석

한다.

셋째, 한국어 고급 수업에서 학습자 주도의 상호작용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수 방안을 도출한다.

[자료3]_최**(2006)_연구 목적과 필요성 부분 발췌

*밑줄은 연구자 표시

위의 [자료2]에서는 “본고의 연구 목적은 …전제하에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본고

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와 같이 전체적인 연구의 목적을 제시

한 후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의문문 형식의 질문으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연구 목적과 연구 질문을 별도로 기술하고 있다. 반면에 [자료3]에서는 “…위해서 본

연구는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와 같이

전체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을 서술문 형식으로 다시

상술하였는데 이는 필자가 연구의 목적을 상술함으로써 연구 문제의 기능을 대신하

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한국인 학위 논문 작성자들은 연구 문제를 기술

할 때 위의 두 가지 기술 방식 중 하나, 즉 의문문과 서술문 형식 중에서 임의적으

로 선택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위 논문에서 초점화된 연구 문제는 학위 논문

필자가 탐구해 가야할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

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위 논문 작성 교육 내용에서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우

리가 학술적 글쓰기 경험과 지식이 부족할 때 일반적으로 기존 학위 논문 텍스트를

참조하게 되는데, 학술적 텍스트 구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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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 문제 기술과 관련하여 잘못된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2) 자료 통합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의 본질은 인용, 부연설명, 요약, 검색한 참고문헌에서 얻은 자료로부

터 사건, 아이디어, 개념, 그리고 이론을 통합하는 것(Campbell, 1990: 211)에 있으며

자료를 사용하는 능력에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그래서 계획이 필요 없는 경험

적이고 개인적인 글쓰기에 익숙한 학습자는 학술적 글쓰기를 하기 위해 무엇보다 자

신의 연구 주제에 필요한 자료를 찾아내고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해석

한 결과를 학술적 글쓰기에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필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외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통합․분류․종합하여 의미를 새롭게 재구성함으

로써 어떤 주요 정보를 수용(박영민 이재기 박종임 박찬홍, 2016: 35)하여 새로운 내

용을 생성해야 한다. 즉, 학술적 글쓰기는 경험적이고 개인적인 글쓰기에 비해 외부

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다루어 내용을 창의적으로 생성해내는 능력이 더 요구된다.

강민경(2013: 66)은 “자료 통합적 글쓰기39)는 필자가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검색

하고, 이를 ‘통합’하여 자신의 글에 활용하여 쓰되, 자료의 통합 양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글쓰기를 의미한다40)”라고 밝히고 있다. 강민경(2013)이 통합적 글쓰기

에 대한 정의에서 ‘명시적으로’라고 밝힌 의도는 표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검

색한 자료를 글에 통합한 양상이 인용이나 요약 등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

우로 제한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밝히는 자료 통합적 글쓰기의 특징

에서는 자료가 명시적으로 혹은 비명시적으로 통합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포스

트모더니즘 관점에서는 모든 텍스트가 이전에 쓰인 텍스트와 통합되어 있으므로 상

호텍스트적(강민경, 2013:66)이며41) 이러한 관점에서는 자료를 통합하여 창의적으로

39) 자료 통합적 글쓰기와 유사한 표현으로는 담화 종합(discourse synthesis, Spivey, 1997/2004),

쓰기를 위한 읽기(reading to write, Flower et al., 1990), 자료 기반 글쓰기(writing from

sources, writing-based sources) 등이 있다(강민경, 2013: 66에서 재인용).

40) 강민경(2013: 66)은 자료 ‘활용’대신 ‘통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필자가 자료의 내용을 인

용, 요약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글의 일부로 구성해 가는 과정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본고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여 자료 ‘활용’이 아닌 자료 ‘통합’으로 사용하였다.

41) 고영근(2011)은 텍스트의 생산은 생산자의 창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텍

스트와의 ‘간(間)텍스트 작용 또는 텍스트 상호성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간텍스트 작용은

상호 접촉을 통해 지식의 물려받음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 기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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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한 내용, 즉 비명시적으로 자료를 통합하여 내용을 생성하는 글쓰기도 포함할

수 있다.

테일러(Taylor, 1984)는 미숙한 필자와 유능한 필자의 글쓰기의 과정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전문성을 갖춘 필자는 미숙한 필자보다 세심하게 연구하고 구

조와 주제에 집중하며, 더 많이 계획하고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료들을 점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학술적 글쓰기를 수행하며 자료

를 통합하기 위해서 필자는 먼저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독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 이에 대하여 스피비(Spivey, 1983)는 같은 주제에 대해 세 가지 다른 텍스트로부

터 가져온 정보를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텍스트에 통합할 것을 요청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유능한 독자와 미숙한 독자에 의해 작성된 글의 구성과 조직, 논

리, 통합의 질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확실히 유능한 독

자는 덜 유능한 독자에 비해 자료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케네디(Kennedy, 1985)에서도 대학생을 대상

으로 자료를 활용한 객관적 주제를 다루도록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자료를 통합하

는 능력은 유능한 독자의 주요한 특징임을 밝히고 있다. 즉 유능한 독자는 자료를 능

동적으로 읽으며 텍스트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구 공책에 필요한 내용을 적고 그

내용을 자신의 학술적 글쓰기에 활용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학술적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지식 생산 과정으로서의 글쓰기42)’로 규정할 수 있는

데, 지식 생산의 과정에서 자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통합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강민경(2013: 24)에서는 “지식 생산 과정

으로서의 글쓰기에서 기존의 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면 글의 신뢰성에 문

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식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학술적 글쓰기는 많은 정보들 중에서 필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그 자료를

텍스트에 필요한 지식으로 변용하기 위한 필자의 인지적 노력이 요구된다. 연구 주

있는 학술적 텍스트는 다른 종류의 텍스트들보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텍스트에서 지식이나 정

보를 물려받아 텍스트의 내용을 생성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해 간다는 점에서 간텍스트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42) 강민경(2013: 24)에서는 글쓰기를 필자의 내적 성장으로 보는 관점은 자전적 글쓰기, 학습을

위한 글쓰기, 지식 생산 과정으로서의 글쓰기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설명적 텍스트 쓰기, 논문 쓰기 등은 특정한 대상이나 주제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기능을 한다

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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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관련 있는 자료라고 할지라도 그 자료를 필자의 연구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읽

고 필자의 논의를 확고히 하거나 확장하기 위해서 활용해야 한다. 자료에 대한 연구

자의 관점을 논의하지 않고 짜 맞추는 모자이크처럼 자료를 순서만 섞어서 제시하거

나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자료 통합적 글쓰기로 볼 수 없다.

3) 전문 독자층과의 의미 협상적 글쓰기

최근 사회 구성주의의 영향으로 작문 과정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사소통적 속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학위 논문 작성도 다양한 전문 독자층을 독자로 두어 이들과의 상

호작용을 전제로 글쓰기를 한다는 점에서 협상적 특성이 강하다. 즉, 학술적 글쓰기

로서의 학위 논문 작성은 개인의 인지적 노력으로만 완성될 수 있는 글쓰기가 아니

라 필자가 속해 있는 학문 담화 공동체라는 전문 독자층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전

제로 이루어지는 글쓰기이다. 학술적 글쓰기는 학문 담화 공동체가 요구하는 것들,

즉 지식 공유와 창출을 통한 기존 지식에 대한 기여와 이러한 지식이 순환되는 연결

고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한 글쓰기 관습과 규범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위 논문

작성자는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를 글쓰기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학문 담화 공동체를 구성하는 전문 독자층은 크게 세 층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는데, 첫째, 지도 교수를 비롯한 교수단, 즉 학위 논문 지도위원회(dissertation

committee)가 있고 둘째, 동일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원

동료 집단이 존재한다. 대학원 동료 집단 내에서도 박사 과정의 대학원생과 석사 과

정의 대학원생으로 나뉘거나 동일 지도 교수의 제자로 구성된, 세부 전공이 같은 대

학원 동료 집단과 지도 교수에 따라 다른 세부 전공을 하는 대학원 동료 집단이 존

재한다. 셋째, 학문 담화 공동체를 넓은 범주에서 살펴보면 동일 대학의 대학원 동료

와 교수 집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전공 분야로 학문을 수행하고 있는 모

든 대학의 교수 집단과 대학원생까지도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학 분야의 경우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교육의 대상인 학습

자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도 넓은 범주에서 세 번째 전문 독자층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문 독자층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는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특정 학문 담

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있는 필자의 글쓰기와 관련한 의사

결정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학술적 글쓰기는 그러한 행위에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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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를 부여하는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적 특징에 주목하는 것이 자연스

럽다. 필자가 학위 논문 작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학위 논문

을 둘러싸고 있는 의사소통적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위 논문은 그 논문이 진행되는 각 단계마다 심사위원이라는 실제적

독자를 설득하거나 그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가능한 의사소통

적 구조를 지닌다. 매우 전문화된 독자층을 대상으로 실재하는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술적 글쓰기의 정당성과 지지를 얻으며 지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 협상적

글쓰기의 특성이 강하다. 이런 맥락에서 학위 논문 작성의 의미는 필자가 소속된 담

화 공동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필자는 그가 속한 학문 담화 공동체의 강

력한 영향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 독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학문 담화

공동체가 의미 구성 과정에서 필자보다 강력한 기능을 하며(문선희․김은주․이삼형,

2013: 372-373) 오히려 전문 독자가 학술적 글쓰기 필자의 글쓰기를 제한하는 역할

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필자는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 담화 공동체의 쓰기 관

습을 상기하게 되고,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가다가도 학문 담화 공동체의

승인에 초점을 두어 다시 논증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에 학술적 글쓰기는 학문 담화 공동체가 존재하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글이 산출되

고 읽히고 해석되고 평가받게 되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학술적 글쓰기가 학문 담화 공동체가 형성해 놓은 의사소통적 맥락에서 이

루어지는 글쓰기라는 의미가 학문 담화 공동체가 정해 놓은 정체되고 고정된 방식으

로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쿠퍼(Cooper, 1986: 366)는

학술적 글쓰기가 사회적 활동이며, 사회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필자가 필연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관습과 기대치 안에서 쓰기를 하면서도 한

편으로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을 시도하며 재구성을 해야 하는 점도 강조하고 있

다. 따라서 학술적 글쓰기가 의사소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학문 담화 공동

체의 관습과 기대를 따르면서도 학문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역동적

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의 선상에서 담화 공동체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쓰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회적인 인자인 ‘독자’의 문제에 주목하게

된 것은 작문에 대한 수사학적 영향력의 증가 때문이라고 본다(Ede & Lunsford,

1984; Kroll, 1984; Park, 1982). 즉, 사회적 맥락에서의 독자의 역할과 위상 등에 대한

관심이 담화 공동체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는 것이다(Bazerman, 1988; Swale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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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문 담화 공동체는 그 학문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관점에 대하여 토론하

고 그에 대하여 글을 쓰는 학자 공동체를 지칭한다. 담화 공동체의 개념을 자리매김

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고 스웨일즈(Swales, 1990)는 자신의 논문 ‘장르 분석

(Genere Analysis)’에서 장르와 담화 공동체 간의 관계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스웨일즈(Swales, 1990: 23-27)가 담화 공동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제시한 여섯 가지 기준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담화 공동체는 공통의 공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집단의 공적인 목표는 공

식적으로 문서에 기록되어 있다기보다는 암묵적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한 집단의

공통의 공적인 목표는 높고 추상적이나 그 구성원들이 그 목표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함으로써 공통의 목적으로 행동하게 한다.

2. 담화 공동체는 구성원들 간 상호 소통의 기제(mechanisms)를 지니고 있다. 담

화 공동체에 따라 편지, 소식지, 대화 등이 참여 기제로서 작용하고, 그 담화 공동체

내에 세워진 기준들은 엄격하여 거의 유사한 범주의 장르 기술을 지닌다.

3. 담화 공동체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참여 가능 기제를 통하여 구성원에게 정보와

피드백을 제공한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은 정보에 대한 기회의 활용을 함의한다. 모

임 소식지, 간행물, 모임의 중요한 기능은 구성원들의 관심과 필요에 부합하는 유용

한 자원으로 구성원들을 지원한다. 만약 구성원이 속한 공동체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의 연례 구독을 하면서도 그것을 열어보지도 않는다면 그 담화 공동체에 진정으로

속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4. 담화 공동체는 정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담화에 대한 기대와 규범을 소유하며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장르들은 담화 요소들의 기능과 위치, 형식과 주제의 적절성

과 관련되며, 해당 텍스트는 담화 공동체의 활동 안에서 기능한다.

5. 담화 공동체는 장르적 기대와 함께 일련의 전문화된 특정 언어를 소유하고 발

전시켜 나간다. 담화 공동체의 이러한 특수함은, 정보 기술 담화 공동체에서와 같이

특별하고 기술적인 방식으로 어휘 항목을 사용하도록 하게 한다. 전문가들은 효율적

인 의사소통을 위해 특수한 줄임말, 약어, 참고 문헌의 형태로 사용한다.

6. 담화 공동체는 관련 내용과 담화의 전문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을 지닌 구성

원으로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은 달라지는데, 예컨대 개인이

도제로서 담화 공동체에 들어오거나 다른 이유로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담화 공동체의 생존은 초보자와 전문가 사이의 적정한 비율에 달려있다.

이처럼 담화 공동체는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목표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학

술적 글쓰기를 지원하는데, 이 지원하는 방식이 바로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학문적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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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위한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담화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학문

적 동의나 비판적 논의의 방식을 취하게 되며 동의와 비판 중 어떠한 상호작용이든

이것은 또 다른 학문적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학문 담화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결국 학술적 글쓰기는 개인의 인지적 구성만으로는 성취되거

나 도달할 수 있는 글쓰기가 아닌, 담화 공동체와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그 글쓰기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의미를 구성하며 확장해가는 사회 구성주의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학술적 글쓰기로서의 학위 논문

쓰기의 대표적인 특성을 논하자면 필자인 연구자와 전문 독자인 학문 담화 공동체

간의 의미 협상으로서의 글쓰기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학위 논문 쓰기는 긴 호흡을 가진 복합적 글쓰기일 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사

고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감을 받아서 단번에 일필휘지

로 쓸 수 있는 표현적이고 개인적인 글쓰기와는 다르다. 학위 논문 쓰기는 그 글쓰

기의 수행 방법을 안내하고 규제하고 있는 내적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

행 절차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데, 이러한 수행 절차에 대한 학습도 학문 담화 공동

체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필자가 학문 목적 글쓰기와 관련된 경

험이 부족하거나 부재하다면 처음 그 절차적 지식을 학습하고 실제적인 수행을 할

때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글쓰기 수행을 개선

할 수 있게 된다. 그 수행이 개선됨에 따라 학위 논문 텍스트에 대한 여러 복잡한

절차에 대한 지식을 단순화하고 통일할 수 있게 되어 결국에는 학술적 글쓰기를 통

제할 수 있는 내재화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학위 논문 작성은 연구 필자가 일정 기간 동안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정해 놓은 의사소통의 방식과 절차를 따라 특정 연구 주제와 관련한 연구 질문을 밝

히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글쓰기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 공유와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 독자층인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과 필자의 인지적 노력을 수반하는 의미 협상으로서의 글쓰기이다.

4) 이론적 고찰을 통한 논증적 글쓰기

학위 논문 작성에서 일반적으로 연구자는 연구하려는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그 연구 주제가 학문 담화 공동체에 어느 정도까지 알려져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선행 연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연구의 아이디어가 생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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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연결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필자는 연구 주제와 연구 질문

과 관련된 주요어(keyword)를 중심으로 참고가 될 자료를 검색하면서 선행 연구 고

찰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 자료 중에는 연구 주제 영역과 관련성의 정도가 높은 선

행 연구부터 비교적 관련성이 낮은 선행 연구까지 모두 검색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이 높은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내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선행 연구 사이에 자신의 연구 주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선행 연구와의 관련

성을 밝혀야 한다. 학위 논문에서 연구 주제와 선행 연구와의 관련성을 밝힌다는 것

은 곧 내용을 논증적으로 기술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술적 글쓰기를 소개하는 많은 이론서에서는 학술적 글쓰기의 핵심적 특징을 논

증적 텍스트를 구성하는 데서 찾고 있다. 이는 학술적 연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논

증의 방식이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

술적 글쓰기에 필요한 논증은 전문적인 지식을 다루고 엄정한 방법적 절차를 준수해

야 한다는 측면에서 비형식적 논증에 기반한 문제 해결 글쓰기와는 차이를 지닌다

(이영호, 2012:22).43) 학위 논문은 특정 학문 영역의 연구 문제를 대상으로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이론과 방법을 사용하여 이론을 수립하거나 양상을 과학

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논문을 통한 학문 담화를 생산해 내는

소통의 방식은 대개 해당 학문 공동체의 정형화된 관습을 준수하려는 경향이 강하

다. 학술적 글쓰기는 특정 학문의 지식과 체계를 문어로 표현해 내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자는 해당 학문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학문 공동체가 인정하는 논증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민병곤(2004)에서는 논증을 의사소통 양식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학술적 글

쓰기에서는 논증의 언어로 특정 연구 문제에 대한 필자의 견해와 입장을 게재하며

합리적 판단자로서 그 언어(논증)를 평가하는 특정 독자, 즉 학문 담화 공동체와 소

통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필자는 단순한 논리(logic)적 입장의 옹호를 넘어 전제에

서 결론을 타당하고 적절하게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논증적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논증과 함께 설명의 방식이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하는데, 설명은 독자(청중)에게 이해를 목적으로 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

기 때문이다. 이에 학위 논문 텍스트에서 설명은 연구 논의의 중요성이나 목적, 필요

성, 기능과 결과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43) 이영호(2012)에서는 학습과 관련된 논증적 글쓰기의 유형을 크게 비형식적 논증을 다루는 문

제 해결 글쓰기와 과학적 논증을 다루는 학술적 글쓰기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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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은 다양한 글쓰기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방식으로 학술적 텍스트만의 고유한 수

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학술적 텍스트를 규정하는 특징은 설명이 아니

라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학위 논문 텍스트에서는 비판적 언어의 사용이

드러나야 하며 논리의 문제를 치밀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위 논문

텍스트에서는 이 두 가지 언어, 즉 비판적 언어와 논리의 언어인 논증의 방식으로

학문 담화 공동체와 소통하도록 되어 있다. 학위 논문 텍스트에는 이 논리의 문제가

치밀하게 드러날수록 필자의 연구 문제가 명확해지는 법이다.

논증적 텍스트에서는 필자가 일관된 주장을 하며 그 주장을 독자가 지적으로 동의

하고 확신하도록 근거를 들어 기술해야 한다. 필자는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하나

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또 다른 입장의 존재도 설명하게 되는데, 이는 필자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비교하며 차별화된 지점이 무엇인지를 기술함으로써 필자의 주장이 신

뢰할 만하고 동의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독자에게 지적으로 확신시키는 논증이 학위

논문 텍스트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학위 논문의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을 기술할 때 연구 문제를 둘러싼 문제의식을 논증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 연구 문제

가 다른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을 기술해야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기술할 때도 각 연구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관점에서 기존의 연

구가 갖고 있는 의의와 한계를 지적하며 자신의 연구 문제와 선행 연구가 어떻게 차

별화되고 연결되는지를 밝혀야 연구 문제가 명확하게 부각될 수 있다.

연구자가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의

근저에 특정한 철학적 입장이나 관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

술적 글쓰기가 논증적 글쓰기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연구

에서 먼저 특정 관점과 철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 주제에 대한 관점

은 연구자가 특정 논점에 집중하거나 특정 연구 문제를 제기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김경호․차은진, 2012: 128) 때문에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이론 선택에 영향

을 미치게 되며, 이는 결국 논증적 글쓰기의 질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된다.

5) 물러섬과 나아감이 반복되는 역동적인 글쓰기

지금까지 살펴본 학술적 텍스트의 일반적 특성으로 인해 필자는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방해 요인이 되어 학술적 글쓰

기가 지연되기도 한다. 그러나 학위 논문 작성에서 필자가 경험하는 이러한 멈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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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와는 다른 것이다. 글을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필자가 연구 문제에 대하

여 회귀적 사고, 반성적 사고를 되풀이하는 한 이 과정은 오히려 필자가 앞으로 나

아가기 위한 잠시의 물러섬(retreat)과 같은 시간이 된다. 이러한 지점은 학위 논문

작성의 경험이 있는 연구자라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와 같은 멈춤과 지연의 시간을 통해 학술적 글쓰기가 지니고 있는, 글

쓰기를 방해하는 요인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먼저 학술적 글쓰기는 결과적으로 논리적 완결과 완성도를 중시하는 글쓰기이지만

글쓰기를 시작하는 초반부터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글쓰기의 진척이 어렵

게 된다. 학술적 글쓰기로서의 학위 논문은 장기간에 걸쳐 긴 호흡을 가진 장문이므

로 단번에 정합성을 갖추어 써낼 수 있는 글쓰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크루제(Kruse,

2007/2009: 16)에서는 학술적 글쓰기를 시작하는 필자가 해야 하는 일은 역설적이게

도 이 글쓰기가 복잡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글쓰기를 위한 학습의 시간을 확보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학술적 글쓰기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새로운 악

기나 언어를 배울 때처럼 초보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충분한 연습을

거쳐야 하듯이 학술적 글쓰기를 연습하는 시간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첫 단계부터 완벽함을 요구한다면 학습 능력을 잃게 될 수도 있음을 경

고하고 있다. 이는 학위 논문 텍스트의 결과물은 일정한 완성도를 갖추어야 하지만

그 논문의 작성 과정 속에서는 필자의 논리적인 미흡함이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심사의 절차에 따라 그 미흡함을 학문 담화 공동체에

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까지 채워가며 완성도를 높이고, 완결하여 최종본의 형태로 제

출하는 것이 학위 논문 쓰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위 논문의 주제를 정하

고 나서 바로 논증적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를 제

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논증적인 글쓰기가 필요한 것도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연구 필자가 자신의 연구 주제의 동향을 살피기 위하여 관

련 연구물을 읽고 생각하며 쓰는 시간을 반복하면서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새로운

생각을 더해가는 과정 속에서 학위 논문 텍스트의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학술적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읽고 생각하며 쓰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각

행위는 선형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읽기와 쓰기의 시간

이 반복되기도 하고 때로는 읽기와 쓰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

으로 학위 논문을 쓰는 수많은 필자들은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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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것을 멈추고 읽는 문제에 갇혀 시간 안에 내용을 생성해 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술적 글쓰기로서의 학위 논

문 작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이 필자에게 인지적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예컨대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한 수많은 선행 연구를 검색하고 선

택하고 고찰하는 그 과정에는 모두 읽기가 필요하며 이때의 읽기는 학술적 문식성

(Academic Literacies)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읽기이기에 인지적 부담이 매우 크다.

그런데 학위 논문 작성은 수많은 선행 연구를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쓰

기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읽고 나서 바로 쓰거나, 읽는 과정 없이 생각을 바로 옮

기는 등 어떠한 순서나 방법을 거치더라도 쓰는 행위 자체는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

만 연습이 가능하다. 따라서 학술적 글쓰기를 시작할 때 받는 인지적이고 심리적인

압박은 반드시 그 쓰는 행위를 수행함으로써만이 해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다.

셋째, 논리적 완결성과 완성도를 높여가기 위해서 필자는 먼저 자신의 글쓰기의

약점과 강점을 드러내야 한다. 인지적, 심리적 압박의 또 다른 요인으로 전문 독자층

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전문 독자층의 존재는 학위 논문 쓰

기의 물러섬과 나아감의 역동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학문 담화 공동체의 일

정한 심사의 절차에 따라 텍스트의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은 전문 독자층으로부

터 받게 되는 피드백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학문 담화 공동체 내에서 정확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 필자가 자신의 글쓰기에서 문제라고 인식

되는 약점과 결점을 포함하여 필자의 관점과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학문 담

화 공동체에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 독자층과의 면대면 의미 협상이

가능한 의사소통적 구조는 미숙한 초보 필자가 학문 담화 공동체의 연구 경험이 풍

부한 전문 필자와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통해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

어주기 때문이다.

넷째, 필자는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다양한 전문 독자층을 대상으로 논리적 설득

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문 담화 공동체가 용인하는 논리적 형식과 내용과 관련한,

장르적 관습을 따라야 하면서도 그것이 아이디어를 생성하거나 필자로서의 고유한

목소리를 내고자 할 때 제약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학문 담화 공동체가 선호하는 확

고한 장르적 관습은 필자에게 또 다른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데, 이는 글쓰기라는 행

위 자체에는 필자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구성해내고

자 하는 본질적 속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 구조로서의 글쓰기 특

성이 강한 학위 논문이 추구하는 객관성과 정확성은 학술적 텍스트를 구성하는 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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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체44)와 구조에 반영되어 고정된, 담화 공동체의 관습으로 굳어져 필자의 창의

성과 독창성이 발현되는 지점과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다섯째, 학술적 글쓰기는, 학술적 글쓰기가 지니고 있는 인지적 부담 요소로 글쓰

기를 지연하는 요인들이 존재하는 한편 그 부담 요소들이 역으로 글쓰기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학술적 글쓰기가 필자에게 요구하는 높은 수준은

필자가 그 인지적 부담을 극복하고 목표에 도달했을 때 큰 성취감을 안겨주기 때문

에 이러한 성취를 경험한 필자는 성취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쓰기에 대한 강한 동기

를 가지게 된다. 글쓰기에 대한 동기는 필자가 인지적 부담을 무릅쓰고 글을 생산해

내도록 돕는, 글쓰기를 가능하게 하는 내재적 추동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머레이와 무어(Murray & Moore, 2006)에서는 학술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과정에

서 필자가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갈등과 모순을 학술적 글쓰기의 역동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필자가 전문 독자층(특히 학위 논문의 경우 심사

위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안내를 따라야 하지만 필자의 목소리, 즉 연구자로서

의 고유한 관점과 해석을 제시하려는 자신감과 의지를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움

베르토 에코(Umberto Eco, 1977/1999: 251)는 학위 논문을 쓰는 필자에게 “그것을

쓰는 순간 우리는 전문가다. 우리가 쓸모없는 전문가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물론 더

나쁘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 대상에 관

해서 쓰는 인류의 대표자인 것이다. 입을 열기 전에는, 겸손하고 현명하라. 그러나

한번 열었으면, 긍지를 가지고 오만하라”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는 머레이와 무어

(Murray & Moore, 2006)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학술적 글쓰기는 전문 독자

44) 박성철(2011)에서는 학술언어의 이상적 문체에 대하여 ‘학술 텍스트’와 ‘문체’의 조합 자체가 모

순되는 지점이 있다고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학술 텍스트와 문체의 조합이 의아한 점은

“문체는 세련됨, 우아함, 갈고 다듬어 미적으로 매력적인 형식, 때로는 지나치게 형식에만 치우쳐

있다는 뜻에서 부자연스러움, 피상적인 성격 등과 결부되어 있는 데 반해 학술적 텍스트는 폐쇄

적인 전문술어, 농축된 정보, 복잡한 문장구조와 비인칭성에 의해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몰감

정적이며 지루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p.7)”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학술적 언어의

문체를 떠올리면 ‘문체’의 본질적인 의미를 사라진 채 정확성과 엄밀성만이 중요한 부분으로 남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정확성, 명확성, 중립성, 객관성, 명료성과 같은 특성으로 대표되는

학술적 언어 문체가 학문 담화 공동체의 경험과 관습의 덩어리로 인식되어 통용되는 것은 이해와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보편적인 구속력을 갖는 절대적 규칙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

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논의들이 제기될 수 있는 것도 학술적 글쓰기의 학문적 담화

관습을 제약으로 인식하고 있는 구성원의 도전이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당연한 것

으로 간주되던 사실이나 규범 대한 비판적 인식과 도전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학술적 글쓰기

의 역동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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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받게 되거나 예상

하지 못한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 연구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온 연구 필자로서의 전문적인 견해와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

서 주저하지 않는 태도도 중요하다. 머레이와 무어(Murray & Moore, 2006: 179)는

학술적 글쓰기의 구조적 모형을 그 역동적 특징에 주목하여 [그림 Ⅱ-1]과 같이 제

시하였다.

[그림Ⅱ-1] 학술적 글쓰기의 구조적 모형(Murray & Moore, 2006: 179)45)

45) 머라이와 무어(Murray & Moore, 2006: 179)의 모형은 무어(Moore, 2003)에서 변형하여 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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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에서 머레이와 무어(Murray & Moore, 2006: 179)는 우리가 학술적 글

쓰기를 수행할 때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술적 글쓰기 과정에포진하

고 있는, 쓰기를 촉발하는 요소와 방해하는 요소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학술적 글

쓰기를 촉진하는 요소로 상호작용적 대화의 기회와 성취에 대한 기대감, 필자로서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경험과 글쓰기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의 확

보 등을 기술하고 있다. 반면에 학술적 글쓰기를 하며 다양한 요인으로 겪게 되는

자신감의 위기, 다양한 전문 독자층의 존재에 대한 의식과 이들에게서 받게 되는 부

정적 피드백과 감시에 대한 두려움, 글쓰기 작업을 위한 보장된 시간의 부족 등은

글쓰기를 지연시키는 요소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쓰기를 촉진하는 요소와 지연

시키는 요소들은 이분법적으로, 쓰기를 촉진하는 요소는 긍정적 기능을, 반대로 쓰기

를 지연시키는 요소는 부정적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 논문 작성의 다양한 맥

락 속에서 글쓰기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컨대, 학술적 글쓰기를 지연시키는 요소인

다양한 전문 독자층에게 받는 부정적 피드백이나 감시에 대한 두려움, 촉박한 시간

이 때로는 호흡이 긴 학위 논문 쓰기의 과정에서 적당한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쓰

는 행위를 촉발하기도 한다. 학위 논문 쓰기에서는 복합적인 맥락이 개입하는 지점

이 많다. 그러나 필자는 글쓰기를 방해받는 상황에 있더라도 끊임없이 글을 쓰려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학위 논문을 쓰는 모든 과정에는 쓰기의 촉발물과 방해

물이 포진하고 있지만 결국 환경적 중재 요소와 개인적인 중재 요소의 관여 속에 필

자는 쓰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목표하는 쓰기 결과물을 산출해내야 한다.

이상으로 학술적 글쓰기로서의 학위 논문의 일반적인 특성을 연구 문제 설정의 중

요성과 자료 통합적 측면, 전문 독자층과의 의미 협상의 특성, 이론적 고찰을 통한

논증적 측면, 역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모든 학위 논문의 특성만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이는 학위 논문 작성은 학문 담화 공동체 내에 정해진 절

차와 일정, 즉 마감 시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그 완결성과 완성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글쓰기라는 사실이다. 학위 논문의 여러 일반적인 특성들은 학위 논문이 진

행되는 전 과정 속에서 그 특성을 나타내지만 각 절차와 지점마다 집중해야 할 특성

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학위 논문을 진행하는 단계마다 해결해 나가야 하는 글쓰기의

과제를 중심으로 학위 논문 작성의 과정을 표상화하면 [그림 Ⅱ-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50 -

[그림 Ⅱ-2] 학위 논문 작성의 과정

위의 [그림 Ⅱ-2]는 학위 논문이 완성되어 가는 전체 과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학위 논문 작성 필자는 기본적으로 연구 주제를 탐색하고 연구 방법을 설정

하며 자료 수집을 고민하는 등 연구 수행의 절차를 계획하는 준비 단계를 거치며 초

고를 생산하게 된다. 그리고 필자는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정한 초심의 일정을 고려

하여 그 제출 기한까지 집중적으로 완성도를 높이며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완

결하게 된다. 그 후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지도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

에게 심사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심사의견을 중심으로 정해진 재심 일정까지

다시 집중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초심 텍스트의 질, 즉 완성도를 높인 후

완결하여 제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심 이후의 결과에 따라 졸업의 여부가 결정

되겠지만, 재심이 통과된다면 재심에서 나온 심사 의견 사항에 따라 최종 제출 기한

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과 보완 작업을 하게 된다. 이때 한국어 모어

필자이든 외국인 유학생 필자이든 최종 수정과 정교화 단계에서는 학문 담화 공동체

의 한국인 동료, 동일 전공의 동료 대학원 선배와 후배가 전체 원고를 읽어주며 오

탈자와 문장, 누락된 참고문헌 등 교정 작업을 도와주게 된다. 그러나 [그림 Ⅱ-2]에

서 나타낸 바와 같이 학위 논문의 전 과정에는 우선적으로 연구 필자의 읽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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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쓰는 노력, 즉 인지적 사고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인지적 노력 속에 불완전한

초고 텍스트가 생산되고 그 텍스트가 심사라는 절차를 통해 점차 완성도가 높아지고

완결되어 가는 전 과정에는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즉 다양한 조력의 역할

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먼저 학문 담화 공동체의 조력이라고 밝히지 않고 학문 담

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이라고 한 것은 그 조력의 방식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즉, 필자와 전문 독자층인 학문 담화 공동체가 본질적으로 담당해야 할 각자

의 역할을 수행해나가며 이루어지는 협력의 과정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서

필자와 학문 담화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이 면대면으로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필자는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의 장르 지식을 확보하고 확대해 나가며 참조하게 되

는 지식의 담론들과도 상호작용하게 될 것이다. 즉, 조력자와의 면대면의 상호작용

이외에도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필자는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의 학문적 관점과 견

해를 담고 있는 지식을 읽고 이해하며 참조하는 과정 속에서도 학문 담화 공동체와

상호작용하며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 간다고 볼 수 있다.

2. 학위 논문 작성 능력

장르를 규범화된 텍스트의 특징으로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역사적

상황 맥락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파악해야만 장르의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성격

을 알 수 있다(Berkenkotter & Huckin, 1995). 이는 특정 장르의 텍스트는 그 텍스트

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함께 다루어질 때 텍스트의 표

면에 드러나는 특징과 관습에 대하여 더 심층적이고 의미 있는 기술들이 가능해진다

는 의미이다. 이러한 논의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필히 그 텍스트가 생산되고 구성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맥락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학위 논문 작성을 학문 담화 공동체의 언어와 형식을 따라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 창출과 발전에 기여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면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

문 담화 공동체의 언어를 가지고 둘째, 학문 담화 공동체가 용인하는 텍스트의 형식

에 따라 학술적 텍스트를 구성하여 셋째,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 창출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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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학문 담화 공동체라는 맥락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다. 결국 이 능력들은 학문 담화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 간의 질적이고 양적인 상

호작용을 담보로 공유되고 확보되어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학문 담

화 공동체에서 학위 논문 작성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능력은 연구 수행 능

력이 될 것이며,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필자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정체성 또한

연구 수행자로서의 정체성이 될 것이다. 물론 학위 논문 작성에서 학술적 텍스트 구

성 능력과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도 필요한 능력이지만, 학술적 글쓰기로서의 학

위 논문 작성이 다른 글쓰기와 가장 크게 변별되는 지점을 따져본다면 연구 수행자

로서, 학문 담화 공동체의 학문적 성과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를 주체적으로 수행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외국인 유학생이 갖추어야 할 학위 논문 작성 능력은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의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 학술적 텍스트 구성 능력, 연구 수행

능력이며 이 세 가지 능력은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이라는 맥락 속에서 함

양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 이 세 가지 능력은 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

한 세부 능력이지만 학위 논문 작성의 과정마다 집중적으로 발휘해야 할 능력의 비

중은 달라질 수 있다.

1) 연구 수행 능력

학위 논문 텍스트를 쓰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 필요하다. 학술적 텍스트 표현 언어 능력과 학술적 텍스트 구성 능력 이 두 가지

능력만 확보하였다면 아직 연구자라고 볼 수 없다. 학술적 글쓰기 필자는 연구를 수

행함으로써 연구 필자 또는 연구자라는 정체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학술적 텍

스트 구성 능력에서 학술적 텍스트의 형식으로 논증적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

라고 한다면, 연구 수행 능력에서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의미 있는 연구 주제를 탐색하고 선정한 연구 주제를 연구 방법과 절차에 따라 연구

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학문 담화 공동체 내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 주제를

한정하고, 한정한 연구 주제에서 독창적인 연구 문제를 찾아내어 연구자가 밝히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초점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선정한 연구 문

제를 밝히는 데 적합하고 타당한 연구 방법을 선택하여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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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셋째, 연구 목적과 필요성에 맞게 연구 대상을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수집한 자료를 이론적 틀에 맞게 분석하고 논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학문 담화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으

로서 가장 명확하게 인식해야 하는 정체성은 바로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과 학술적 텍스트 구성 능력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수행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학술적 담론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된다. 그리

고 외국인 유학생은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부족한 다

른 능력들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2) 학술적 텍스트 구성 능력

학술적 글쓰기를 한다는 것은 수행한 연구 결과(내용)를 바탕으로 학술적 텍스트

를 구성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는 논리적 사고가 수반되기에 인지적

부담이 크다. 연구 수행의 절차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설계한다고 하여도

실제 연구가 실행되는 현장에서는 계획만큼 구조적이거나 논리적이지 못한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학술적 텍스트를 구성할 때는 연구 필자가 밝히고자 하는 연구 문

제를 학문 담화 공동체가 요구하는 학위 논문의 형식 구조와 내용 구성 방식, 적합

한 설명 방식 등을 고려하여 논증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외국인 유학생이 학술적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문 담화 공동체가 선

호하고 기대하는 학술적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

안에 축적되어 있는 지식 체계의 구조를 탐색해 내는 능력이 있어야 이 지식 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의 내용을 학술적 글쓰기 방식으로 구성하고 재구성하며

생산해가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낯선 학문 담화 공동체의 새로운

구성원이라면 먼저 해당 담화 공동체의 언어 사용의 방식을 익힌 후에야 학술적 텍

스트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 체계의 축적과 발전에 기여한 기존 구성원의 학술적 텍스트를 읽고 분석함으로

써 담화 공동체의 장르 지식을 이해하고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또한 학술적 텍스트를 구성해 내기 위해서는 학위 논문 텍스트의 거시 구조46)와

46) 이 연구에서의 학술적 텍스트의 형식 구조의 거시 구조는 판 데이크(van Dijk) 식으로 말하자

면 초구조(Superstructure)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가 규정하는 초구조는 텍스트의 유형을

나타내는 총괄적 구조를 의미하여 특정한 텍스트 장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판 데이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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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 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조화시켜 나가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위 논문 텍

스트의 거시 구조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기존 학위 논문 텍스트를 참조하여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거시 구조가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 간에 일정하게

합의된 방식의 논리적 큰 틀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문 담화 공

동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장르는 연구 보고(research report)와 연구 소논문

(research article)가 될 것인데, 이러한 연구 보고의 장르적 특성, 특히 그 구조에 대

해서는 베이저먼(Bazerman, 1988)과 스웨일즈(1990)에서 밝힌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

특히 IMRAD 구조47)는 연구 보고의 기본 모형으로 과학적인 학술적 글쓰기를 수행

하는 학문 담화 공동체 내에 관습화된 형식 구조48)로 사용되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

들이 영어권의 학술적 글쓰기 형식에 대한 장르 지식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연구 주제나 방법 등 연구의 성격에 따라 논리적으로 표상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미시 구조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담화 공동체의 지

식인 학위 논문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논문 텍스트의

거시 구조를 파악할 때는 인지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시 구조를 세

워갈 때 필자는 자신의 논리를 드러내야 한다. 즉, 연구 필자는 연구 자료를 고찰하

고 분석해낸 결과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 논리의 체계를 세워가야 하는

데, 이 과정에는 자료의 범주화, 유형화가 필요하고 구체화된 언어로 세부 내용을 구

성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부 형식을 구조화하고 그 하위 범주에

맞는 내용을 논증적으로 구성해 가는 이 과정에는 필자의 논리적 사고력, 즉 인지적

부담이 따른다.

또한 학술적 텍스트를 구성할 때 학술적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장르 지식을

확보해가지만 그 장르 지식이 자동적으로 텍스트를 처리하고 생산해 내는 능력으로

서의 초구조는 일종의 텍스트의 형식을 말하고 소재와 주제 등의 내용의 구조는 거시구조에 해당

(van Dijk, 1980/2001: 214)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구조 자체를 다루지 않

지만, 용어 사용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념을 한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 연구에서는

판 데이크에서의 초구조가 거시 구조를 의미하고, 특정한 서사물의 중심 내용, 곧 주제 등의 내용

구조를 뜻하는 거시 구조가 미시 구조에 가깝게 사용되고 있음을 밝힌다.

47) IMRAD 형식은 연구 보고와 연구 소논문에서 기본 형식으로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각 서론(

Introduction), 방법론(Method), 결과(Results), 논의(Discussion)의 첫 알파벳에서 가져와 만들어졌

다. 여기서 약자 ‘A’는 ‘초록(Abstract)’을 의미하거나 ‘결과(Results)’와(and) ‘논의(Discussion)’ 사이

에 오는 ‘그리고(and)’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IMRaD)하기도 한다(Kruse, 2007/2009).

48) 이 형식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각 학문 분야마다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해당 담

화 공동체에서 선호하고 용인하는 형식 구조를 체계화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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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와 쓰기 기술은 말하기와 듣기 기술처럼 두 기능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

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데....이해를 돕기 위해 알고 있는 내용, 언어 그리고 연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텍스트의 생산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학술적 텍스트를 처리해 보는 능동적 경험이 있어야 한다. 즉, 학

술적 텍스트를 구성하는 능력은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 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연

구 문제를 담화 공동체의 언어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식을,

담화 공동체에서 선호하는 논리적 형식에 따라 구조화시켜 가는 연습의 과정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의 연습을 통해 인지적 부담을 극복해나가며 텍스트 구성 능

력을 확보하고 함양해 나가게 될 것이다.

앞에서는 학술적 텍스트의 논리적 구성에 한정하여 논의하였는데, 학술적 글쓰기

는 내용의 논리적 구성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필자가 연구 문제를 기존의 연구들

과 차별화하여49) 좀 더 명확히 초점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행 연구를 이해하기

위한 읽기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우선 선행 연구를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비판적으

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50) 학술적 글쓰기에 필요한 관련 참고 문헌

을 읽고 이해하며 비판적인 논의와 독창적인 관점을 세워가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는 학문적 문식성이 필요하다.

스팩(Spack, 1997: 49)은 “학문적 문식성(academic literacy)이 언어에 대한 공적인

학습을 통하여 습득될 뿐만 아니라 지식을 형성하고 이해하는 수단으로 간주”된다고

보고 있고, 존스(Johns, 1997: 2)는 학문적 맥락 안에서 학문 목적 학습자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학습의 형태들, 즉 내용, 지식, 언어, 연습, 전략과 토

론, 그 지식들을 조직하고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은 학습의 결과물이 되면서 동시에

학문적 문식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존스(Johns, 1997: 2)가

‘학문적 문식성 개발(Developing Academic Literacies)’에 대하여 논의한 부분을 요약

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9) 학위 논문의 가치는 논증과 창의적인 부분으로 인정받는다. 연구 문제를 논증적으로 밝혀야

하지만 그 연구주제가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면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 체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다.

50) 학술적 글쓰기는 선행 연구에 담긴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토대를 둔다. 이러한 내용

이해 처리는 다른 인지적 과정들과 함께 작용한다. 학술적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자의

주장을 지지해 주거나 보충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이러한 근거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 텍스트를 상기하고, 저장하고, 통합하는 등의 텍스트 처리 행위를 통해 기술된다. 각

상황에 맞게 활성화되는 텍스트를 처리해 가는 행위를 통해 학위 논문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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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전략과 토론, 조직화, 텍스트의 생산 등...그 담화 내에 존재하는 사회 맥락은

텍스트의 독자와 필자의 역할과 커뮤니티를 만든다. 이 가운데 학습은 다양한 결

과물과 더불어 진행된다.

정리하자면, 학문적 문식성은 학습자가 다양한 수준의 전문 지식을 형성하도록 돕

고, 해당 학문 영역의 특별한 기술, 즉 학술적 텍스트를 생산하고 구성하는 데 필수

적인 학문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문적인 능력은 학문적 맥락에 맞

게 수행할 수 있는 네 가지 영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능력의 유창성뿐만 아

니라 학문적 어휘・문법적 지식, 담화 능력을 포함한다(Carkin, 2005: 89). 학습자가

학문적 능력을 갖출 때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학술적 텍스트를 이해하고 학문 담

화 공동체가 허용하는 방식으로 학술적 텍스트를 생산하고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그

러나 학문적 문식성은 이러한 학문적 결과물을 완성해 내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 결

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수행의 과정을 통해 길러지기도 한다. 즉, 학문적 문식성은

학술적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능력이지만 존스의 지적과

같이 학문 담화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제

(mechanisms)(Swales, 1990: 25-26)가 제대로 활용된다면 외국인 유학생의 학문적

문식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스팩(1997)의 주장과 같이 학문적 문

식성은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그 자체로 능력이면서 동시에 학문 수행에

필요한 도구적 성격을 지닌다. 즉, 외국인 유학생이 학문적 문식성을 지니게 된다면

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다른 세부 능력을 형성하고 부족한 능력을 보충하는 데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언어 능력은 학술적 텍스트를 구

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 지식 관련 어휘와 학술적 표현, 장르에 맞는 문체, 종결어미

등을 학술적 연구 분야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즉 학문적 언어 사용 능력으로

한정된다. 학술적 글쓰기를 수행해야 하는 학습자들은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전문적인 언어 지식이 필요하다.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학문 분야의 특정 맥

락에 따라 달라지는 용어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고 있을 때 학습자들은 주제에 맞

는 새로운 내용을 적절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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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이해한 언어(학습자의 해석이 포함된 언어), 즉 학문 목적 학습자가 사용

하는 특정 용어가 학문 담화 공동체가 전제하고 있는 맥락과 다르면 안 된다. 학술

적 용어를 사용할 때는 필자와 독자의 이해의 전제가 같아야 한다. 그래서 필자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갈 때는 그 용어가 사용되는 의미를 한정하여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학문 목적 학습자는 적절한 학술적 용어나 어휘 등 학술적 언어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학술적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면서도 전문적인 표현을 맥락에 적

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학술적 글쓰기에 필요한 표현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용어의 표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달리

사용될 수 있는 심층적 의미도 함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학술적 표현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에서 맥락에 맞는 심층적인 이해로 나가가는 변

화를 장르 지식의 발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장르 지식의 발전은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을 확보하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장르

지식의 확대란 처음에는 참조 모델을 통한 모방적 글쓰기에서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 지식의 발전에 따라 학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

까지도 확보해 가는 것이다.

4) 담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능력

학술적 글쓰기는 고도로 복잡한 인지 과정을 거치지만 글을 쓰는 행위가 인지의

작용으로만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언어 사용, 즉 말하고 듣고 읽

고 쓰는 행위에는 인지와 의사소통적 특성이 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한다. 비

어 있는 학술적 텍스트를 단순히 인간의 언어 내용물로만 채워가는 게 아니라 내용

이라는 인지적 결과물과 의사소통적 상황과 여러 사건들, 결과와 과정이라는 복잡한

관계가 통합적으로 연관되어 텍스트의 원래 목적을 완성해 가는 것이다. 즉, 필자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 예상되는 독자와의 의사소통적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이 목표 언어인 한국어로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단순히 한국어 체계

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적절한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

는 맥락적 소통 지식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한국어 의사소통 지식이란 구체적인 상

호작용 상황에서 한국어를 어떻게 적절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아는 지

식을 말한다. 이는 할리데이(1978: 92)가 상정한 언어 능력, 즉 “언어를 어떻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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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 아는 것 자체가 언어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것과 같은 것”과도 일맥상통

한다. 따라서 학술적 글쓰기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의사소

통의 과정을 통해 언어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로 학위 논문을 쓴다는 것은 학문 담화 공

동체가 선호하는 정형화된 상호작용의 방식을 따르면서 자신만의 학술적 글쓰기 필

자의 언어와 연구자로서의 언어를 구축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학술적 글쓰기를 수행할 때 제이언어 사용자인 외국인 유학생 필자는 자신의 제일

언어인 모어 지식과 제이언어 학문 담화 공동체 사이에 존재하는 지식의 격차를 해

소해 나가려는 많은 시도들을 하게 된다. 이 두 언어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언어와

텍스트적 차이를 인식하고 제이언어 학문 담화 공동체에 수용될 수 있는 글쓰기를

수행하기 위해 제이언어 필자는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게 되어 있다. 학위 논문처럼

철학적 개념에 대한 인식과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요하는 글쓰기를 할 때 제이언어

필자는 자신이 구성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학술적 텍스트답게 완성하기 위해 담화 공

동체가 축적해 놓은 지식에 의존하기도 하고, 특정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제이언어 필자의 학문적 문식성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시도들은 제이언어 필자가 자신이 속한 학문

담화 공동체의 인적 자원과 자료 자원, 환경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학술적 텍스트

의 텍스트성을 확보해 가기 위한 글쓰기 전략의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넓은 의미

로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자원을 활용하여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상호작용의 시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대학원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이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한국어 문어로 학문적 담화를 한국어로 생산해 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자

신의 전공 분야에서 주체적 글쓰기를 하는 연구 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개

학문 목적 학습 필자의 글쓰기는 모어 화자와의 협력적인 글쓰기 방식으로 시작된

다. 이러한 모어 화자의 협력은 학문 목적 학습 필자의 글쓰기 전반에 걸쳐 이루어

질 수도 있고 특정 단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버로 보에니쉬(Burrough-Boenisch, 2003: 228)는 학문 목적 학습 필자의 글쓰기

에서 교정과 편집의 과정에 기여하는 모어 화자의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리와

플로워듀(Li & Flowerdew, 2007: 102)도 학문 목적 쓰기는 ‘편집의 과정에 참여하는

모어 화자를 포함하는 결과물’이라고 기술하였다. 또한 릴리스와 커리(Lillis &

Curry, 2006)는 이러한 제이언어 필자의 학문 목적 글쓰기를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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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언어 전문가를 ‘문식성 중개자(literacy broker)'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들 모두

제이언어 필자의 글쓰기에서 학문 담화 공동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문 담화 공동체의 이러한 역할은 학술적 글쓰기를 수행하고 있는 제이언어 필자의

문제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관계 맺는 상호작용의 방식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제이언어 필자의 입장에서도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능력은 장기간

에 걸쳐 고도의 인지 능력이 요구되는 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

적 능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정리해 보면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요구되는

학술적 글쓰기 능력은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질적인 상호작용을 담보로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학술적 텍스트를 구성할 때 필요한 언어적 능력과 내용 구성

능력은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제공하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어 사용 경험과

공동체와의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결과가 제이언어 필자의 사회문화적 능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

이다. 결국 학술적 글쓰기 능력은 학문 담화 공동체의 특성과 그 공동체가 공유하는

의사소통 목적에 맞게 쓰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학술적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서는 제이언어 필자에게 구체적인 장르 지식을 공유하도록 한다. 동시에 학문 담화

공동체의 장르 지식은 곧 제이언어 필자의 지식을 구성하며, 제이언어 필자가 연구자

로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까지도 인식하도록 한다.

학술적 텍스트 구성 능력에서 논의한 학문적 문식성은 기본적으로 학문 담화 공동

체의 중요한 담론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즉 학술적 연구 결과를 학회에서 발표하

거나 그 결과물을 연구 소논문으로 학술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때 가장 효

율적으로 함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보 연구자 또는 대학원 외국인 유

학생이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의 가장 본질적인 방식, 즉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그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학술적 담론을 생성하고 그 지식 체계에 기여하는 공통의 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통한 방식으로 담화 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

울 것이다. 따라서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참여 기제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연구를 수행해 가며

왕단(FD)51)이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기

51) 이 연구를 수행해 갈 때 중국인 왕단(FD)과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 교육의 문

제점에 대한 이 연구의 문제의식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어 수시로 연구 주제에 대하여 깊은 토

론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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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_왕단(FD)

연구자: 선생님은 제가 본 외국인 대학원생 중에서 지도 교수님과 상호작용을 제일 잘

하는 학생 같아요. 하하(웃음)

참여자: 논문을 지도받으면서‥왜냐하면 저는 4년 동안 정말 분주하게 다녔거든요. 매

주 목요일에 선생님하고 점심 밥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학회 있고 우리 세

미나 2주에 한 번 있고. 그 다음 각종 행사에 등산 있고 뭐뭐 소풍 있고. 원래

처음에는 대학원에 왜 이렇게 행사가 많은지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 이해, 아-상호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 거예요. 하하(웃음)

[자료5]_왕단(FD)

참여자: 첫 번째 학기 수업이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발표를 두 번째 주에 저를 시킨 거예요. 원래 발표가 박사부터 시작하니까 근

데 그때 서울에 온 지 2주밖에 안 됐거든요↗ 큰일 났죠. 그 준비하는 데 되

게 시간 많이 걸렸는데↗ 발표를 발표 형식도 모르고 다른 사람은 멋있게 ppt

로 다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그때 네 사람 같이 발표를 한 거예요. 저만 아무

것도 없고 원고만 딸랑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못 봐요. 그 원고는 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진짜 제가 최초 처음으로 여기 와서 한글로 쓴 글이에요.

지금 그 글 못 봐요. 지금 제 눈에도 그게 틀린 게 보이거든요.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되게 망설였어요. 한국말도 안 되고 글도 안 되는데‥근데 또 제 앞에

두 사람은 엄청 혼났어요. 그게 발표냐↗ 내려가라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근데

제 차례가 된 거예요. 앞에 나가서 나가자마자 저 ppt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럼 해 보라고. 제가 원고도 다 외웠어요. 왜냐하

면 제가 너무 긴장할까 봐. 이게 글이 눈에 안 들어올까 봐 원고를 보지 않고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말이 안 되면 손이 올라

가고 온 몸의 힘을 다 써서 해석하려고 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하나 중

요한 논점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

하는데 나는 연속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예를 들면↗ 우리 눈 깜빡하는 시

간. 하루 24시간이면 눈 깜빡하는 시간만 2시간이 넘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

걸 계속 눈 뜨고 있는 상태로 인지하고 있다고. 뭐 이런 사례‥ (중략) 막 설

회를 놓치지 않는 모습, 즉 Swales(1990: 23-24)가 담화 공동체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왕단은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제공하는 공적, 사적 참여 기제들을

활용하여” 한국의 대학원 공동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찾아가는 모습을 관찰하

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면담 내용은 [자료4]와 [자료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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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끝내고 나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오히려 선생님은 끝난 다음에 다 알아들었지↗ 이런 식으

로 발표하라고. 형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듣게 발표를 하라고. 그리고 나보

고 외국 사람인데 많이 준비해왔다고. 근데 사실 많이 준비해온 것이 아니라

저는 말로 할려고 애를 쓴 거죠. 어쨌든 간에 내가 알아듣게 말만 하자. 글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은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ppt 들고 오지

마↘ ppt 필요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글이 안 되고 ppt도 모르니까

한국인과 소통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소통할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보충을 한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

냥 알아들으면 돼. 토하나 틀리고 단어 하나 틀렸다고 안 하는 거보다 열심히

해 가야겠구나 생각한 거죠.

연구자: 제가 다른 참여자들을 만나면서 대학원 과정 수업을 들을 때 상당히 위축된

자신의 모습↗ 난 왜 여기 난 이렇게 꿀 먹은 벙어리처럼, 멍청하게, 꿔다 놓

은 보리처럼 이런 표현들로 자기 자신이 느껴졌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비참하

게 느껴지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수업을

들을 때 이런 생각들이 논문을 쓸 때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수업을 들

을 때도 자신감 있게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어

려운 논문을 쓰고 있으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혹시 논문을 쓰고 있는 건 아닐

까 검증된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자

신감을 얻게 된 경험을 했네요.

참여자: 네네, 저도 처음에는 위축되어 있었는데 근데 처음부터 발표를, 그렇게 심각한

거를 했기 때문에 박수 소리를 들을 생각도 못했죠. 그래도 그 광경을 잊을

수 없죠.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더 위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거를 드

러나고(√드러내고) 다 보여주고 그리고 승리를 해야 되죠. 그 앞에서 나는 한

국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족합

니다. 그러니 좀 봐주십시오. 이것부터 내려놓고 시작하니까 힘들지 않았어요.

내가 외국 사람이다 나는 글을 못 쓴다 이거를 티나지(√티내지) 않으려고 발

표할 때도 말 안 하고 그룹 토론에서도 안 하고 그러면 영영 못하잖아요. 그

래서 그 후부터 저는 수업에서 뻔뻔해졌어요. 그니까 토론에서 내가 한국말이

자연스럽지 않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을 남한테 말해줘야 한다

이 자체. 그리고 이 틀린 거를 지적 받아야 내가 틀렸다는 거를 알 수 있으니

까 그래서 어떤 수업에서든지 나는 출신 어디고 어디서 뭘 했고 그래서 이 상

황을 이해받게끔, 나의 상황에서는 영어도 부족하고 그리고 한국어도 부족합

니다. 그래도 한 가지 저는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내 놓고. 제

가 분배 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한 번 읽은 것에 대해서 나는 세 번 읽

어야 된다면 세 번 읽든지 그리고 내가 실력적으로 부족하면 정성이라도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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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죠. 그래서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외국인이라서 부족하지

만 그래도 사람은 다 우세가 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

서 저는 수업에서는 항상 발언해요. 말도 길고요. 하하(웃음) 그래서 저 그 담

에는 수업에서 반장도 했어요. 하하(웃음)

위의 [자료4]와 [자료5]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과의 상호작

용의 기회가 많을수록 자신의 학문적 역량을 확인하며 연구자로서 도전을 받는 기회

도 그만큼 많아진다. [자료4]에서 왕단은 자신이 4년 간 대학원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생활하였는지를 밝히고 있다. Ⅲ장에서도 왕단의

여러 사례들이 나오지만 왕단은 학위 논문 작성에서 다른 연구 참여자들에 비해 지

도 교수와의 면담과 라포를 더 중시하는 연구 참여자이다. 처음에 왕단은 대학원 공

동체에서 공식적인 학술 행상에서부터 소풍과 같은 대학원 구성원 간의 회동 등 구

성원으로 참여해야 할 행사가 많아 당황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학위 논문을

작성에서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모든

참여 기제들을 통해 구성원 간에 필요한 라포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

다. 또한 [자료5]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왕단은 처음 대학원 공동체로 들어온 지 2

주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부족

한 컴퓨터 사용 능력과 한국어 능력에 주목하기보다 수업 구성원들과의 소통에 주목

하여 첫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와 한국

인 대학원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이후 왕단은 대학원 담화 공동체의 모든 참여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며 구성원들과 학문적 담론이 오가는 토론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상호작용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는 이 연구의 다른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원 수업에서 자신들을 ‘꿀 먹은 벙

어리’, ‘멍청함’, ‘꿔다 놓은 보리’ 같은 표현들로 규정하며, 대학원 학문 담화 공동체

의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지점에서 “비참하게 느껴지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

들었다.”라고 기억하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물론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각 단계마다 외국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왕단은 자신의 연구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고민의 지점을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상의하고 토론

하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 왕단은 오히려 학문 담화 공동

체와의 담론을 형성하며 자신의 연구와 관련한 미흡한 지점들을 발견하였고, 집중적

으로 보완해 가야 하는 학위 논문의 세부 능력들을 확인하며 연구자로서의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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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왕단의 사례는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구성

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자신의 학업 수행의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앞에서 논의한 네 가지 학위 논문 작성 능력을 제시하면 <표 Ⅱ-1>과 같다.

<표 Ⅱ-1> 학위 논문 작성 능력

학

문

담

화

공

동

체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능력

연구

수행 능력

• 연구 문제의 초점화 능력

• 연구 문제에 적합한 연구방법 적용 능력

•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

• 자료 분석 및 비판적 논의 능력

학술적

텍스트

구성 능력

• 학술적 텍스트 장르 지식 탐구 능력

• 학술적 텍스트 형식 구조화 능력

• 논증적 내용 생산 능력

• 적합한 설명 기술 방식 선택 능력

• 논증적 내용 재구성 능력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

•전문 내용 지식 관련 어휘 능력

•학술적 관용 표현 능력

•연구의 특정 맥락에 맞는 용어의 의미 규정과

재개념화 능력

•장르에 맞는 문체 사용 능력

•형식에 맞는 종결어미 사용 능력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능력

학

문

담

화

공

동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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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중점적인 연구 영역은 학술적 텍스트

표현에 대한 것이었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간 논의가 학술적 텍스트 구성과 관련한

연구들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위 논문 작성 능력에서 가장 본질

적인 연구 수행 능력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대학원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

술적 글쓰기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기 어려울 것이다. 분명 학문 목

적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과 학술적 텍스트 구성 능력은 필

요하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이 이 두 가지 능력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은 학문 담화 공동체 내에서 연구자로서 성장해 가며 연구 수행의 결과를 학술

적 담화로 담아내기 위해 애쓰는 각 과정의 순간이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

문 담화 공동체가 제공하는 참여 기제(mechanisms) 속에서 학위 논문 작성의 세부

능력들을 확보하고 함양해 나가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

원들과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할 것이다.

3.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의 특성

1) 제이언어적 성격

한국어를 사용하는 언중의 구성이 복잡해지고 그들의 삶이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

사회에 스며들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학습자, 즉 사용 주체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한국어를 외국어와 국어로 나눌 수 없으며, 언어의 위상과 성격을 규정할 때 그 언

어를 사용하는 주체 외에도 언어 사용자의 언어 학습 시기, 언어 사용자의 언어 사

용 환경, 참조 문화 집단의 존재 여부, 해당 언어의 사회 제도적 힘 등에 따라 접근

할 필요가 있다(홍은실, 2014: 15-16)52).

52) 초창기 한국어 교육이 학문적 체계성을 갖추기 위하여 이분법적으로 접근, 규정하여 사용해오

던 학술적 용어나 개념들에 대하여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논의는 홍은실(2014)이외에도

최근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재현․김호정․남가영․김은성(2016)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급속한 다변화, 다중 속성의 중첩으로 인해 더 이상 예전의 이분법적 구획으로 포괄될 수 없는

상태(p.16)”임을 지적하고, 전통적으로 공간과 대상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을 한 틀과 관점에서

규정한 기존 관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나아가 현재 급변하는 한국어 학습의 주체의 요

구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연어로서의 한국어를 교육하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틀 짜기’, 즉 한국어를 교육하는 것에 대한 의미부터 새롭게 되짚어가며 한국어를 교육하

는 현상의 총체를 담아낼 수 있는 틀 짜기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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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에서 규정한 특정 개념에 대한 이분법적 구획이 복잡한 교육 현상과 그 대상

에 대하여 총체적이고 심층적인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학문에서 새로

운 접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학술적 글쓰기를 수행하

는 학문 목적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는 하나의 의미와 기능으로만 규정되지 않는

다. 이러한 논의를 하는 이유는 한국어 학술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게 한국어의 독특한 지위와 특성을 논하고자 함이다. 홍은실(2014: 17-18)에서는 한

국어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한국어가 제이언어라는 위치로

규정되는 것은 인지․학문적 언어숙달성(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Cummins, 1979, 1981, 2008)의 측면에서 ‘제이언어’와 ‘모어’가 중첩되는

영역이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학술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학문 목적 학습자에

게는 이러한 제이언어의 특성이 더 잘 적용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술적 글쓰기

는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인지적, 학술적 숙달성이 확보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는 단순히 언어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습자의 인지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학술

적 글쓰기 교육을 통해 필연적으로 학습자의 인지적, 학술적 능력의 함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제이언어로서의 한국어 학술적 글쓰기 교육 내용에는 학습자가

자신의 모어 교육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 인지적, 학술적 숙달성을 포함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 한국어의 제이언어적 성격을 언급하는 또 다른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

이 학문 목적 글쓰기를 수행할 때 제이언어로서의 한국어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도

함께 논하고자 함이다. 제이언어 학습자들의 언어 습득은 매우 역동적이라서 이러한

언어 습득의 역동성으로 인해 중간언어(interlanguage) 습득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체계 내에서의 변화가 매우 복잡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변화의 지점을 포착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분명 인지주의적 관점에

서 제이언어나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인지 과정에 주목한 결과이지만, 중간언어

를 연구하는 방식은 기존의 행동주의 심리학과 구조주의 언어학의 인식에서 크게 벗

어나지 못하였다. 즉, 중간언어 연구에서도 여전히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에서 제일언

어와 제이언어를 비교, 분석하며 이 두 언어의 기준과 우위를 설정하고 있다. 결국

중간언어 연구들도 제이언어의 성공적인 습득은 학습자의 언어 수행이 목표어(target

language)에 좀 더 가깝게 이끄는 규칙을 습득해야 가능하다(Larsen-Freeman, 2003)

는 전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스파드(Sfard, 1998: 6)에서는 언어의 역동성에 주목하며 언어 요소의 습득

보다는 활동을 통한 행위의 유동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목표어 습



- 66 -

득의 개념 안에는 언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이 도달해야 할 확실한 종착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활동을 통한 행위는 그 언어를 통한 참여를 더 강조하고 있

다. 이러한 입장은 교육적인 성공을 논할 때 학습자의 언어를 더욱 역동적인 관점으

로 보게 해 준다. 보충하자면, 목표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제이언어 학습자의 언어학

습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문 공동체의 언어 수준에 완전히 도달하는 데 있는 것이 아

니라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데 있음을 의미한다. 학문 목적 글쓰기

를 수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해당 학문 분야의 글쓰기 방식을 모방하고 그 형식을 완

벽하게 재현해 낼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언어 학습과 언어 사용을 같은

과정으로 바라보는 스파드의 견해는 비고츠키(Vygotsky)의 사회문화적 언어 학습

관점53)과 일치한다(Larsen-Freeman, 2003: 57)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목표어라는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목표어라는 표현은 완벽한 습득을 전제하는데 제이언어 학습의 목적은 그

러한 완벽한 습득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이언어의 습득을 역동적인 관

점으로 본다면 특정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참여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

다. 다시 말해 학문 목적 글쓰기를 수행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가 되

는 것이다. 바로 학술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는 학습자가

도달해야하는 종착점으로서의 목표어가 아니라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를 가능하게 하는 ‘참여 수행 언어’로서의 제이언어가 되는 것이다.

2) 참조 모델에의 의존성

학문 담화 공동체가 축적해 놓은 지식에 대한 용이한 접근은 학술적 글쓰기를 수

행하는 필자가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 체계를 참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끈다.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필자에게 학문 담화 공동체가 축적해 놓은 지식, 즉

해당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학위 논문은 그 자체로 활용 자원(resource)이며 방

향을 안내하는 참조 모델이 된다.

각 언어권의 학술적인 담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53) 비고츠키(Vygotsky, 1962/2011)는 인간의 정신 과정은 사회적 상호작용(참여)을 통해서 형성되

기 때문에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상호작용적 상황을 탐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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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이다. 필자의 사고를 드러낼 때의 언어가 다르며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허

용하는 언어적 표현도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학문 목적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 논문

을 작성할 때 먼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참조 논문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내용 부

분은 차치하고 학위 논문의 형식적인 구조를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위 논문과 비슷

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도 학문 목적 외국인 유학생이 속해 있는 학문 담화 공동체

내에서 찾아낸 참조 논문을 통해 확보한 스키마 덕분이라 할 수 있다.

트리블(Tribble, 1996/2003: 59)은 “스키마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개념 조직 방식

으로 묘사될 수 있고, 텍스트가 어떻게 진전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독자의 기대

치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학문 목적 외국인 유학생이 학

위 논문을 쓸 때 참조 모델의 활용은 논문의 진행에서 일차적으로 학문 담화 공동체

의 지시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이해 제공의 기제가 된다. 학습자는 참조 모델을 통

해 학위 논문의 형식과 구성, 표현과 관련한 스키마를 형성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참

조 논문을 어떠한 기준으로 찾고 선정하고 선택하여 활용하는지를 밝히는 일은 학술

적 글쓰기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자국에서 학술적 글쓰기와 관련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

였다면 더욱 학위 논문을 쓸 때 학술적 텍스트 장르에 맞는 관습과 제약을 파악하기

위해 글쓰기 참조 모델을 활용하는 전략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학술적 글쓰기를 수

행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참조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은 기존의 학술적 글쓰기 경험

여부와 정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을 활용하는 방

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학위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와

그 공동체 안에서도 권위를 가진 ‘전문가 집단’이 생산한 특정 텍스트의 관습을 파악

한다. 학위 논문을 수행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학위 논문 텍스트를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이 속해 있는 담화 공동체가 인정하

는 글쓰기 전통과 관습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방식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생산된 기

존의 텍스트들을 서로 비교하여 읽음으로써 그 텍스트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

각하는 부분들을 파악하려고 할 것이다. 참조할 집단의 사례들을 비교하며 검토하는

과정을 얼마나 세밀하고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 구성하고자 하는 텍

스트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둘째, 학위 논문 텍스트에 대한 학문 담화 공동체의 기대와 장르 지식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은 기존에 자신이 수행해 본 적이 있는 글쓰기 경험과 비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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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학술적 글쓰기 경험을 활용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모어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과 한국어 학문 담화 공동체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 간에 차이가 큰 경우 외국

인 유학생의 모어에서의 학술적 글쓰기 경험이 새로운 장르 지식을 활용할 때 불편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어 교육을 통해 학술적 텍스트 구성 능력을 갖

추었다면 학술적 텍스트 언어 표현과 같이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문 담

화 공동체의 참조 모델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셋째, 학술적 글쓰기 경험이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그 부족한 경험을 보충

해 줄 다른 전략들을 모색하게 된다.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의 기대와 장르 지식을

파악하기 위한 대표적인 전략 중의 하나가 바로 참조 문헌을 통한 참조 모델을 설정

하는 것이다. 학위 논문 쓰기는 졸업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진행하는 글

쓰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학문 담화 공동체가 기대하는 수준에

부응하는 적절한 표현과 조직화된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 형식적・절차적・내용적

장르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가 생산해낸 참조 논문을 탐색하

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이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가 요구하는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장르 지식을 확보하고 참조 모델의 활용 방식에 익숙해진다면 학술적 텍스트 생산이

비교적 용이해질 것이며, 점차 참조 모델에 대한 일방적 의존에서 벗어나 활용을 통

한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여하는 방식을 찾게 된다. 이때 이들의 학술적 텍스트는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 체계에 기여하며 새로운 참조 모델로 활용될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은 참조 모델을 통해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의 글쓰기 관습

과 기대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통해 학술적 글쓰기 필

자로서의 역할과 연구 수행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해 감에 따라 해당 학문 담화 공

동체의 지식 체계에 기여하기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전문가 집단의 전통에

도전해갈 수 있다.

3) 장르 중심적 접근

최근에 장르는 제이언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개념으로 대두

(Hyland, 2004: 5)되고 있는데, 스웨일즈(Swales, 1990: 58)는 장르를 의사소통 활동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여 의사소통 목적과 그것을 공유하는 구성원, 즉 담화 공동체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위 논문은 학문 담화 공동체의 성격과 목적이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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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장르적 접근이 용이하고 유용하다. 이에 스웨일즈(Swales)는 장르의 개

념과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논문을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스웨일즈는 학술

적 글쓰기에서는 필자와 독자의 수준이 상당히 일치하고 전문적 지식과 흥미를 공유

하는 수준도 매우 높기 때문에 필자와 독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학문적 장르가 다른 장르들과 구별되는 특성이며 이러한

필자와 독자의 관계상의 차이점은 장르 구조와 형식에 일정 부분 반영된다.

전통적인 글쓰기 교육에서는 텍스트의 형식을 중시하였고, 모범적인 텍스트를 모

방하며 학습 필자의 실수와 오류를 제거해 가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교사는 학

습 필자에게 결과물 중심의 정확성과 적합성을 주입하는 방식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결과 중심의 쓰기 교육에서 학습자는 모범 텍스트를 수용하고 모방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에 과정 중심의 접근법에서는 초점이 모형화

된 텍스트 자체에서 텍스트 창작자로서의 필자에게로 옮겨지게 되었다. 처음에 무엇

을 써야 하는지 모르던 학습자가 쓰면서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쓰고자 하였는지를

깨닫게 되며, 쓰면서 생각이 발전하게 되는 과정의 역동성에 관심을 두었다. 즉, 과

정 중심 접근에서는 필자가 담화를 생산해 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Johns, 1990: 25).

그러나 트리블(Tribble, 1996/2003: 70)은 글을 쓰면서 자신의 발전을 깨닫는 학습

자에 대한 과정 중심적 접근이 모국어 화자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제이언어나 외국어

학습자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연구자도 트

리블의 주장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 왜냐하면 모국어 환경에서 받은 고등 교육을 통

해 이미 일반적인 글쓰기 능력을 지닌 학습자와 자신의 모국어에서조차 글쓰기 교육

을 받지 않은 학습자 대상의 글쓰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달라질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이미 글쓰기 능력을 지닌 성인 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글쓰기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관습과 제약에 대한 지식이 된다. 즉, 성인 학습자는 자신이 쓰고자

하는 그 글에 대한 장르적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을 아는 것이 급선무

다. 반면에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미숙한 학습 필자는 좀 더 복잡

하고 포괄적인 글쓰기 교육 내용과 방법이 필요하다.

과정 중심 접근은 분명히 초보 필자가 텍스트를 만들어내게 하는 데는 효율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글쓰기 교육의 초점이 텍스트를 생산해 내는 필자에게 있기 때

문에 필자가 쓰기 이전의 단계에서 하는 준비부터 초고 쓰기, 수정, 편집, 실제적인

출판에 이르기까지의 순환적이고 복합적인 글쓰기 과정을 역동적으로 수행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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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제이언어나 외국어로 글쓰기를 수행해야

하는 학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모국어로 이미 글쓰기 능력을

갖춘 제이언어나 외국어 학습자의 경우 이러한 과정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먼저 자신이 수행해야 할 글쓰기의 장르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독자

가 필자의 텍스트에 기대하는 내용과 표현의 방식, 격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필자가 창의적으로 생산한 텍스트는 독자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방향으로 구성될 수 있다.

과정 중심 접근법에서 텍스트를 생산하는 필자에게 관심을 두었다면 장르 중심 접

근법에서는 독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따라서 장르 중심의 접근법에서는 필자가 텍스

트를 생산할 때, 그 텍스트가 수용될 사회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텍스트를

읽을 담화 공동체가 기대하는 형식과 내용에 대한 제약을 파악할 것을 강조한다. 이

미 담화를 창의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글쓰기 능력을 지닌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는 장르 중심의 접근이 외국인 유학생의 학술적 글쓰기 문제를 좀 더 실제적으로 해

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장르에 대한 스웨일즈(Swales, 1990)의 정의54)에서 주목할 것은 ‘의사소통적 목적’

과 ‘의사소통 사건’이다. 스웨일즈(Swales, 1990: 46)는 의사소통 사건에 담화 그 자

체와 그 담화에 참여하는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배경도 관여하는데,

이는 그 담화가 생산되어 수용되는 환경과 담화의 역할들을 포함한다. 즉, 어떠한 하

나의 의사소통적 사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담화 공동체는 언어를 공동체가 합의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각 맥락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서로 다른 사회적 목적을 지

니고 있기에, 이 사건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의사소통적 목적에 맞는 텍스트로 상

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4) 스웨일즈(Swales, 1990: 58)에서는 장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르는 하나의 의사소통 목적을 공유하는, 일련의 의사소통 사건으로 구성된다. 이 목적들은 모

체가 되는 담화 공동체의 전문가들에 의해 인식되고, 그들의 인식에 따라 장르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들이 구성된다. 이 논리적 근거는 담화에 대한 스키마 구조를 형성하고, 내용과 스타일에 대

한 선택에 제약을 주고 영향을 끼친다. 의사소통적 목적은 특권화된 기준이면서 동시에 장르의

범위를 유지하도록 기능한다. 여기서의 장르는 차별화될 만한 수사학적인 행위로 좁게 초점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의사소통적 목적뿐만 아니라 구조와 문체, 내용, 예상 독자의 측면에서도 장르

의 본보기들은 여러 가지로 유사한 특성을 보여준다. 그 본보기들이 가장 많이 기대되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그 사례들은 모체 담화 공동체에 의해 하나의 전형(원형)으로 간주된다. 그 장르의

본질은 담화 공동체에 의해 전수되고 생산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가치 있는

민속적인 의사소통을 구성하지만, 전형적으로 심도 있는 검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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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층적 필자 정체성

학문 담화 공동체 내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위 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다층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인식하게 된다. 학위 논문 작성 과정 중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인식하게 될 정체성은 이들이 학위 논문 텍스트를 구성해 가며 겪을 어려움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먼저 학위 논문을 쓰는 외국인 유학생의 제이언어 사용자

로서의 정체성은 한국어 비모어 화자이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부족한 직관, 언어

적 제약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강화된다. 둘째, 학술적 텍스트 구성 필자

로서의 정체성은 학술적 텍스의 장르 지식을 탐색해 가며 학술적 텍스트의 형식을

구조화시키고, 학술적 텍스트의 내용을 적합한 설명이나 기술 방식을 선택하여 논증

적으로 구성해가는 어려움과 그것을 과제로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찾게 된다. 셋째,

연구 수행 필자로서의 정체성은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 논문 텍스트에서 다룰 연구

영역의 문제를 과제로 처리해 갈 때, 즉 연구를 계획하고 주제를 탐색하고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해 가는 과정과 세부 연구 절차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갈

때 확인하게 된다. 결국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 논문을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절차

를 따라 수행해 갈 때 이 세 가지 필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문 담화 공동체가 제공하는 참여 기제의 활용과 그 안에서 이

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질과 양에 따라 강화되는 정체성도 달라질 것이다. 학위 논문

작성 과정 중에 드러나는 외국인 유학생의 다층적 필자로서의 정체성을 제시해 보면

[그림Ⅱ-3]과 같다.

[그림Ⅱ-3]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의 필자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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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 Ⅱ-3]의 도식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다층적 필자 정체성을 지니고 있

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위 논문을 작성해 가는 데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하는 정

체성은 연구 수행자가 된다. 왜냐하면 학문 담화 공동체의 특성상 학술적 담론은 연

구를 수행하여 얻은 결과를 논하면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문 담화 공동체

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되는 경험은 외국

인 유학생들이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대학원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르적 접근에서는 학문 목적 학습자가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과 언어로 소통하는 방식을 아는 것이 곧 그 구성원의 정체성을 확인

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단순히 담화의 표층적 측면, 학술적 텍스트

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격식적인 문체나 전문적인 어휘 선택에 한정해서 다루어

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는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러한 언어 표층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 왔지만 학술적 텍스트의 언어 표현의 문제만을 다루어서는

학위 논문 작성의 문제에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언어

표층상의 오류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작성한 학위 논문 텍스트에서도 상당 부분 찾

아낼 수 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작성되는 호흡이 긴 학위 논문 텍스트에서 흔하

게 발견되는 오류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학위 논문 작성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 간에 완결된 심사 텍스트를 서로 검토해 주며 수정하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거친다. 물론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텍스트에는 한국어 모어 화자

보다 문장이나 문법, 표현상의 오류가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학문 담화 공동

체 내 대학원 선후배 동료들의 조력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학위

논문 작성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장르 중심의 관점의 이론을 따르는 연

구의 결과물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장르 중심의 접근 방법을 따르는 대부분의 학술적 글쓰기 연구에서 학문 담화 공동

체의 역할을 논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 연구의 방법과 결과물은 외국인 유

학생들을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학술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소통해야

할 동료로서 인식하는 것은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장르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루

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아도 먼저 모어 화자의 언어 사용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비교하여 나타나는 비모어 화자의 오류를 분석한 후 그 부족한 부분을 외국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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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도달해야 할 학습 목표와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이는 장

르 지식과 언어 관습을 제공해주는 학문 담화 공동체가 항상 우위에 있고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기준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외국인 유

학생을 위한 학문 목적 글쓰기 교육은 늘 이 기준선에서 학습자가 얼마나 멀리 또는

가까이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까지만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논점은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의 언어 지식과 능력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외국인 유학생이 학문 담화 공동체의 언어 관습이나 장르 지식을

배워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러한 비교의 의도와 전제가 무엇인지

를 확실히 하자는 것이다.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의 언어 지식과 능력의 차이는

당연한 것이므로, 이 당연한 차이를 드러내는 목적이 모어 담화 공동체의 지식의 고

정된 기준을 확인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이 학문 담화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화 공

동체의 의사소통적 목적에 부합하는 장르적 특징들을 지식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의 문제가 아니라 학

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사

실을 인식해야 한다. 즉,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유해야 할 장르 지식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고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가 하나의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비모어 화자인

외국인 유학생을 돕기 위한 학문 공동체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정체성이 정확히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에

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전제될 때 학문 담화 공동체가 외국인 유학생

에게 학문 담화 공동체 안에서 지식을 공유하고 창출하고 그 지식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돕는 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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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의 질적 분석

이 연구는 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전제를 상정하고

시작하였는데 하나는 학위 논문 작성의 과정은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의사소통

의 과정이며, 둘째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 논문 작성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글쓰기

진행 과정에서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과제의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3장에서는 이러

한 논의를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 단계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인 연구 참여자의

학위 논문 텍스트가 질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기술, 분석하고 그 과정에 관여

하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과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들의 학위 논문 텍스트의 질적인 변화를 통해 학위 논문 작성의 세부 능력

을 확보해 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 관여하는 실제적인 맥락을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Ⅲ장 1에서는 학위 논문 작성 단계와 학위 논문 작성 능력의 하

위 범주를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가 학위 논문 텍스트의 질적인 변화를 위해 처리해

가는 과제의 양상을 기술,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Ⅲ장 2에서는 학위 논문 작성 단

계마다 학위 논문 텍스트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두 축의 추동력인 참조 모델

의 활용과 조력자와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기술, 분석하고자 한다.

1.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따른 과제 처리

앞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단순히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의 곤란이나 어려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해

결해 나가야 할 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결국 이 과제를 해결하지 못

하면 학위 논문 작성에 큰 걸림돌이 생겨 일정 시간 논문 진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심사가 한 학기 뒤로 연장될 것이다. 반대로 이 과제를 해결하게 되면 학위 논문에

진전이 있어 그만큼 논문의 완성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연구 참여자의 어

려움의 양상을 과제의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또한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의 어

려움을 고찰하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 논문 작성의 세부 능력을 발휘하여 과

제를 해결해 가는 전략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Ⅱ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학위 논문은 연구 준비하기, 초고 생산하기,

수정하기 및 정교화하기의 단계를 거치며 학문 담화 공동체가 인준하는 수준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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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갖추게 된다. 그리고 학위 논문 텍스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

는 학술적 텍스트인 학위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신장해 가야 하는

데, 이 능력은 크게 연구 수행의 측면, 학술적 텍스트 구성 측면, 학술적 텍스트 표

현의 측면과 관련된다. 이에 여기에서는 먼저 학위 논문 작성 단계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연구 준비하기, 내용 생산하기, 수정 및 정교화하기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연구 참여자가 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하위 능력으로

해결해 가야 하는 과제의 양상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1) 연구 준비하기

(1) 연구 수행 측면

① 연구 주제 선정하기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 주제를 한정하여 연구자가 다루고자 하는

연구 대상을 정해야 한다. 이때 연구자는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얻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정한 후 증거를 수집하고 추론의 과정을 거쳐 연구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러한 전 과정의 내용을 학문 담화 공동체의 언어 관습을 따

라 논증적인 글로 담아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위 논문 작성을 준비

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고심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이다.

학위 논문 작성 과정 단계에 따라 심층 면담을 4회 이상 진행한 4명의 연구 참여

자 천지아(FM), 얀몽(FM), 장루이(FM), 왕단(FD)55)의 경우도 학위 논문의 초고 텍

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문제로 고심했던 경험을 진술하였다.

펀치(Punch, 2006)에서는 연구를 진행하는 유형을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의

구조를 미리 결정한 후 진행하는 ‘사전에 구조화된 연구’와 연구를 진행하면서 만들

어가는 ‘점차 구체화시켜 가는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데, 이는 연구를 시작하

기 전에 연구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조화시켜 놓고 시작하느냐와 관련된 문제

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도 이 두 가지 연구의 유형에 따라 향

후 진행되는 방식이나 겪게 되는 어려움의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지아(FM)의 경우는 ‘점차 구체화시켜 가는 연구’ 유형으로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55) 초심본 자료 제공자의 정보를 코딩할 때 F는 Foreigner의, M은 Master degree, D는 Doctor

degree, T는 Text의 약자로서, 면담 자료를 제시할 때는 FM 또는 FD로 표기하고, 텍스트의 경

우에는 FMT 또는 FDT로 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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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6]_천지아(FM)

연구자: 그리고 연구 주제 어떻게 잡게 되었는지 말해 주세요.

참여자: 계획 발표 했을 때도 되게 급하게 정했어요. 그래서 잘 고려해본 적이 없는

데↗ 사과 편지, 이메일, 화행 이런 거 주제로 했는데 너무 쓸 게 없는 거 같

아서 원래 한 학기 미룰 생각도 있었는데‥사실 공부를 안 해서요‥사실 크

게 연구할 마음도 없고 되게 괜찮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안 좋았

어요.

연구자: 그럼 왜 그때 그 주제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참여자: 어‥좀 아마도 급해서↗당장 공부 안 하고 찾게 된 주제였어요.

연구자: 이 주제를 잡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참여자: 사실 저는 4학기 때부터 주제 잡으려고 했는데↗ 근데 진짜 지금의 이 주제

로 정한 거는 5학기 말 그니까 한 학기 정도 걸렸어요.

주제를 변경하거나 연구 주제의 연구 문제를 새로 찾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였고, 장

루이(FM)의 경우는 완전히 ‘사전에 구조화된 연구’ 유형은 아니었지만 천지아(FM)

에 비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중요한 연구 수행 부분을 계획하고 결정한 후 진행하

는 ‘사전에 구조화된 연구’의 방식으로 연구를 하였다.

먼저 심층 면담을 실시한 4명의 연구 참여자가 밝힌 연구 주제 선정 시기는 <표

Ⅲ-1>와 같다.

<표 Ⅲ-1> 연구 참여자 연구 주제 선정 학기

연구 참여자 천지아(FM) 얀몽(FM) 장루이(FM) 왕단(FD)

주제 탐색

학기
3학기 2학기 2학기 4학기

주제 선정

학기
5학기 3학기 3학기 7학기

연구 참여자 천지아(FM)의 경우 예비(계획) 발표를 3학기에 하였지만 중간에 연

구 주제를 바꾸게 되어 연구 주제가 최종 확정된 학기는 5학기였다. 천지아는 처음

선정한 연구 주제에 대하여 [자료6]과 같이 진술하였다.

천지아(FM)의 경우 대학원 예비 발표를 준비하며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우선적

으로 고려한 것은 짧은 기간 동안 예비 발표 일정 안에 맞추어 써낼 수 있는 주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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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7]_장루이(FM)

연구자: 논문 진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순탄하게 이루어졌네요. 연구 진행 과정을 좀

말해 주세요.

참여자: 네, 여기 보시면 15년에 3, 4월에 이렇게 수업 들으면서 제이언어 습득론 공부

시작하고 화행 이론도 정리했어요. 불만 화행 주제 잡아서 3학기에 계획 발표

하고 방학 때 연구 설계하고 그때 중국에 돌아가서 자료 수집하고 4학기 때

다시 한국 돌아와서 계속 5월까지 자료 또 수집했어요. 그리고 5학기 이번에

공개발표하고 지금 초심 이렇게‥ 제 논문 주제↗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논문

쓸 때 어려웠어요. 제 논문에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찾아야 하는데 이게 계속

고민돼서 논문을 쓰는 게 어려웠어요.

다. 그래서 예비 발표를 끝내기는 하였지만 이 주제에 대해 “너무 쓸 게 없어서”,

“사실 크게 연구할 마음도 없고”, “괜찮지 않은 주제” 등 부정적인 말들로 만족스럽

지 않음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계획 발표 이후 1년이 지나서야 새로운 연구 주제로

변경하여 학과에서 초심(예비 심사)을 앞두고 진행하는 공개 발표56)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개 발표 이후로도 여전히 연구 주제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해 한 동안 어

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장루이(FM)는 연구를 비교적 계획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연구 주제도 대학원 2학기에 수강하게 된 제이언어 습득론 강

의에서 화행 연구를 알게 되어 관심 연구 분야를 미리 정하고 그 안에서 학위 논문

연구 주제를 찾아갔다. 2학기 방학 중 화행 이론을 공부하고 정리하며 관심 주제를

찾았고 연구 주제를 불평 화행으로 한정하여 3학기에 계획 발표를 하였다. 그 이후

공개 발표와 초심을 받기 전까지 비교적 순탄하게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

였다. 이에 대한 장루이(FM)의 진술은 [자료7]과 같다.

장루이(FM)의 경우도 천지아(FM)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자 자신만의 연구

문제를 찾기까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둘의 연구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의 경험은

다르다. 천지아는 연구 주제를 선택할 때 연구자 본인의 관심이나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 안에서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는

56) 천지아(FM)와 얀몽(FM), 장루이(FM)가 속해 있는 대학원에서는 학위 논문 심사를 받기 위해

서 초심을 진행하는 해당 학기 전(최소 1학기 전)에 계획 발표를 하고, 초심을 받기 전(대개 초심

신청 한 달 전)에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인 학과 교수들과 대학원 동학들 앞에서 진행된 연구

성과를 요약하여 발표하는 공개 발표 단계가 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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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8]_장루이(FM)

참여자: 제가 처음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학위를 받기 위해서 학위논문

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제를 찾을 때 그- 제가 불평을 잘 못하기 때

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궁금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연구하다가 사실 제가 이게 재미있다고 생각해요(√생각

했어요). 우리 같이 세미나에서 화행을 공부할 때 그때 화행에 대해 먼저 알고

있었는데↗ 그때 주제를 찾을 때 화행은‥왜냐면 DCT를 보고 좀 쓸 재미있는

↗ 그‥우리 평소에 말하는 거랑 깊은 주제여서↗ 관심 있었어요. 근데 어떤

거 쓰는 거(√쓸지) 처음에 몰라요(√몰랐어요). 근데 2학기 때 (논문 연구 시

간에) 제 논문 발표가 바로 앞인데↗ 그때 불만이 있는 상황을 당했어요.

연구자: 아,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때까지 주제를 정하지 못하고 찾고 있었는데

불평을 할 상황을 만났다고요↗

참여자: 네네, 그때 체력 단련실에서 체력 측정하는 거 예약했는데 그때 예약이 잘못돼

서 우리 아마 30분 기다렸어요. 같이 간 친구가 불만을 말했어요. 그 친구가 불

평을 잘 하는 친구라서 불만을 말하고 거기 그 분이 나중에는 그 친구에게 한

번 더 무료로 해 준다고 했어요. 하하(웃음)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너는 왜

말을 하지 않고↗ 불만이 없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제가 불만이 조금 있는데

만약에 제가 불만을 말하면 상대방이 더 화가 나면 어떡해요↗ 제가 이런 마

음을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참았어요. 그래서 왜 그 친구는 어떻게 잘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왜 잘 못하는지 궁금했어요.

연구자: 그 친구도 외국인이에요?

참여자: 네네, 우리 팀 대학원 동기 친구 **예요. 하하(웃음) 아마 그 친구가 한국인 남

자친구가 있어서 나보다 말하기를 자주 연습하기 때문에 더 유창해요. 근데 성

주제를 찾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눈앞에 놓인 계획 발표를 하나의 과제로 해

결하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인 공개 발표를 진행하지 못하고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

기까지 1년간 어려움을 겪었다. 장루이(FM)의 경우도 대학원 3학기가 되어 계획 발

표를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연구 주제를 탐색하게 되었으나 학위 논문의 연구 주제를

탐색할 때 천지아(FM)와 다른 점이 있었다.

다음 [자료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장루이(FM)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생

활에서 겪게 된 불만 상황에서 언어 사용상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가

지고 있었다. 그 문제의식을 학기 중에 관심 있게 공부한 화행 이론과 연결하여 자

신만의 연구 주제를 찾아갔다. 계획 발표 이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느꼈지만 자신의 경험과 흥미와 이론의 연계 속에서 연구 주제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논문 작성의 어려움을 극복할 분명한 동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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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도 그래요. 성격도 활발하고‥ 근데 그때 제가 잘 말하지 (√말을 잘) 못한

이유는↗ 그- 어떤 음‥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하

게 말할 수 있는데 강하게 말하면 상대방이 더 화를 내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서 못했어요. 하하(웃음)

[자료9]_얀몽(FM)

연구자: 논문 주제는 언제 잡았어요?

참여자: 저- 2학기 말↗ 저 그때는 큰 방향만 잡아 가지고요.

연구자: 그럼 지금은 몇 학기 째예요?

참여자: 5학기요. 그때는 그냥 모티브 그 큰 방향 잡아 가지고 점점 변해가지고 최종

적으로 모티브로 쓰고 있어요.

연구자: 주제가 혼사 장애를 중심으로 한 조선 애정 소설 교육이네요. 그러니까 우선

모티브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애정소설 텍

스트를 찾은 거네요. 이 모티브라는 키워드는 어떻게 발견하게 됐어요?

참여자: 모티브라는 큰 주제를 다른 논문 읽다가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중국

에 있을 때는 모티브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어↗ 이거 뭐지↗ 재미있

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재미를 느끼게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계속 계속 이렇

게‥ 지금까지 왔어요.

천지아(FM)와 장루이(FM)의 연구 주제 선정 과정을 비교해 보면 둘 다 화행 이

론 중 하나를 주제로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한 점은 유사하였지만 연구 문제에 접근

해 가는 방식이 달랐다. 즉, 천지아는 점차 연구를 구체화해 가는 방식으로 연구 문

제를 찾아갔고, 장루이의 경우도 처음부터 연구 문제를 완전히 확정한 것은 아니었

지만 천지아에 비해 양적 연구 방법을 세우고 논문에 필요한 이론을 꼼꼼히 정리한

후, 연구 주제를 개인의 언어 사용상의 문제라는 경험과 연계하여 어느 정도 구체화

하고 나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자신의 관심 연구 영역을 발견하면 연구 주제를 한정하고 그 안에

서 연구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찾아가게 된다. 여기서 관심 연구 영역이라고 한 것

은 연구자가 그 연구 주제에 대해 흥미와 관심,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

다. 반대로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관심 연구 영역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않으면

명확한 연구 문제를 찾아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이러한 유사한 양상을

다음 [자료9]와 [자료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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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0]_왕단(FD)

참여자: 저는 계속 납득이 안 된 부분이‥논문을 계속 의미 없이 쓰는 게 문제였잖아

요. 그래서 의미 있는 논문을 쓰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거

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 높이를 높여줘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우리는 의미만

찾으면 안 된다 재미도 있어야 된다 재미있게 의미 있게 글을 써야 된다 음‥

그거 좋은 거죠. 근데↗ 와-이건 외국인한테 의미 있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든

데 우리는 인문학적 질적 연구라서 무슨 실험을 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성과

물도 아닌데 의미만 제대로 찾는 것도 그냥 의미만 제대로 파악하고 글을 쓰

는 것만도 힘드는데(√힘든데) 거기에 플러스 재미있게 써야 한다↗ 이것이

요즘 제가 방황했던 거예요.

위의 [자료9]에서 얀몽(FM)은 관련 이론서를 읽다가 ‘모티브’라는 흥미 있는 주제

를 발견하게 되었다. ‘모티브’를 주요어(key word)로 설정하고 이것을 살펴보기에 적

합한 텍스트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그 이후 연구를 무리 없이 진행해 나가게 되었다.

반면에 [자료10]에서와 같이 왕단(FD)은 박사 과정의 유학생으로 석사 과정의 유학

생에 비해 연구 주제 선정에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박사 학위 논문은 석

사 학위 논문의 작성과 달리 좀 더 복잡한 맥락 요인들의 개입으로 연구 주제와 그

이후 연구 진행의 영향을 한 번에 논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단이 처음

박사 과정에 진학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연구 주제가 지도 교수의 논문 지

도 중에 변경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왕단은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지도 교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는데, 그러한 상호신뢰 관계 속에 왕단은 교수의 제안을 주저하지 않

고 받아들였다. 비록 왕단은 변경한 연구 주제가 왕단의 상황과 능력에 부합하는 주

제라는 지도 교수의 말을 신뢰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주제 변경 이후 그 연구 주제에

서 의미 있고 재미있는 연구 문제를 탐색하기 위해 새로운 고민의 시간을 보내게 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연구 방법 배우기

연구 참여자들은 학위 논문 초고 텍스트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이전, 즉 준비 단

계에서 한국어 지식의 문제와 학술적 텍스트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와 더불어 연구 수행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연구

자로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로, 연구 참여자들은 학위 논문 작

성을 계획하며 자신의 주제에 맞는 연구 방법이나 자신이 수월하게 통제하며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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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1]_왕단(FD)

참여자: 연구자로서 내가 연구 주제를 찾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이 참 부족해요. 그래서 제 논문에 필요할 것 같은 모든 수업은 다 들었어

요. 질적 연구와 관련된 생애사, 구술사, 연구 방법론 두 개 다 들었어요. 지

금도 논문 쓰면서 현상학 공부 때문에 메를로 퐁티 수업을 청강해서 듣고 있

어요. 진짜 그게 지금 논문 쓰는 데 필요해요. 첫 학기 때 제가 생애사를 들

었는데 벌써 4년 전 일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생애사로 쓸려고 하니까 그때

기억이 별로 안 남아 있어요. 그때는 여기 생활 적응하느라고 힘겹게 살아갔

고요. 생애사 자체 방법론적으로 내가 제대로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수강 신청했던 거를 다시 지금 찾아서 보니까 그때 내 글이‥ 너무 말도 안

된 글을 썼구나 그런 거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근데 지금 논문 쓰는 내 자신

을 봤을 때는 그때는 힘들었지만은 그때 논문 쓰는 데 필요한 기초를 다 닦

아 놓은 거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학점 때문에 할 수 없었고 진짜 탄탄하게

하려면 내가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논문을 쓸 거다 하면 수업을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업을 들었을 텐데 지금은 좀 아쉬움이 있죠. 지금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연구 방법 수업 들으면서 그 방법으로 보고서 쓰는 과정이 정말 중요

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뭐 5쪽 쓰는 것도 힘들었지만‥

수 있는 연구 방법을 모색하였다.

왕단(FD)의 경우 본격적으로 학위 논문을 시작하게 되면서 어떠한 연구 방법이

필요하게 될지 몰라 박사 과정에 개설된 질적 연구와 관련된 수업을 모두 수강하였

다고 밝히고 있다. 본격적으로 학위 논문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연구 주제를 좀 더

한정하여 초점화하면서 연구 방법과 분석도 달라져 필요한 수업을 청강하고 있는데,

박사 과정 중 학점을 이수할 때 개설된 연구 방법 수업을 좀 더 학위 논문의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왕단은 학위 논문 작성을 준비하고

진행해 가는 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자로서 고민하며 충실하게 각 과정을 밟아

가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왕단이 자신의 연구 주제에 타당한 연구 방법

을 익히는 것이 학위 논문을 쓰는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

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자료11]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루이(FM)는 [자료12]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대학원 과정 첫 학기 때 수

강한 교육 연구 방법론 수업을 통하여 교육 연구에서 활용되는 전반적인 연구 방법

을 접하며 구체적인 연구 방법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그리고 세 번째 학기 논문 연

구 수업 중 대학원 박사 과정 선배가 준비한 특강을 통해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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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2]_장루이(FM)

연구자: 대학원 다니며 학위 논문 준비하면서 들은 수업이 뭐였어요? 학위 논문을 쓰

는 데 도움이 된 수업이요.

참여자: 네네, 대학원 첫 학기 때 우리 교수님이 (개설한) 교육 연구 방법론↗ 그거

배웠어요. 그거 많이 논문 쓰는 데 많이 도움 됐어요. 그때 연구 방법 무엇인

지 질적 연구, 양적 연구 그 개념 전체적으로‥ 조사가 어떤 조사가 있는지

면접이 어떤 구조화나 반구조화 그런 거 이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책 하나 있어서 이거 도움이 돼서 좋았어요.

연구자: 그럼 그 수업을 들으면서 학위 논문에 활용할 연구 방법을 정한 거예요?

참여자: 네네, 사실 제가 연구 방법을 배우고 나서 처음부터 DCT로 결정하고 시작했

어요. 왜냐하면 제가 빨리 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먼

저 정하고 그 다음 주제를 선택했어요.

연구자: 그래요? 연구 방법 결정 후에 연구 주제를 찾았어요?

참여자: 하하(웃음) 제가 녹음하는 거 이런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연구 방법 생각하면서 맞춰서 주제를 잡았어요.

연구자: 그런데 이렇게 양적 연구 방법 배우고 사용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참여자: 사실 제가 중국에서 중국어 책 찾아서 설문지 그거 분석 어떻게 하는지

SPSS 설명하는 책 사서 그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자료 수집 어떻게 통계

내고 어떻게 입력하고 SPSS 들어가서 무엇을 클릭하고 어떻게 T검증하고 결

과 보고 그 결과가 어떤 의미 있는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3학기 때 그‥ 우

리 교수님이 논문 연구 때는 박사 선생님 박** 선생님이 특별히 SPSS 가르

쳐주는 수업했어요(√하게 했어요). 그때 공부해서 방학 때 중국에 가서 책을

찾아서 공부하고 논문에 사용했어요.

SPSS를 접하게 된 후 학위 논문에 활용하기 위해 중국어로 출판된 통계 관련 이론

서를 개인적으로 공부하며 준비하였다. 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질적 연구 방법

에 비해 양적 연구 방법은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다량의 자료를 수월

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적 고려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위의 [자료12]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장루이(FM)의 경우 구체적인 연구 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연구 방법부터 결정하고 연구를 시작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장루이는 논문 연구 시간을 통해 접한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심화하기 위해 중국어로 된 양적 연구 방법론 책을 구하여 자신이 빨리 이해

하고 적용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선

택하고 준비하는 장루이의 이러한 모습은 첫 학기부터 학위 논문 작성에 목적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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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3]_천지아(FM)

연구자: 자료 수집은 어떻게 했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참여자: 제가 아는 중국 대학교 선생님도 있고 제 원래 (중국) 친구 다 다른 학교

있어서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았어요. 중국인 대학원 동료들한테 논문 자료

를 수집하는 거 도움 많이 받았어요. 주로 여기 유학생들한테 자료 수집 도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연구자: 한국인 조력자의 도움은요↗

참여자: 한국인 대학원 동료들은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 바쁜 거 아니까 얘기할 때 부담이 너무 커서‥

[자료14]_얀몽(FM)

연구자: 자료 수집의 어려움은 없었어요?

참여자: 자료 수집은 제가 중국에 가서 했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잘 아는 선생님이 계

셔 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냥 가르치라고 시간을 빼주셨어요. 그건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료 분석할 때는 어려웠어요. 학습자 자료를 범주화해야

하는데 그 적합한 뭔가를 찾아야 하는데 그거 찾는 게 어려웠어요.

연구자: 학습자 실험을 할 때 본인이 이 주제로 가르쳐보고 학습자에게 자료를 직접

얻은 거예요?

참여자: 네, 제가 직접 가르쳤는데 텍스트 두 개 가지고 춘향전하고 이생규장전 이거

고 자신이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 등 연구 수행을 순차

적으로 준비하여 실행해 가는 전략적 접근의 한 양상으로 보였다.

③ 자료 수집하기

연구 참여자들이 초고 텍스트를 생산하기 전 단계에서 처리해야 하는 주요한 과제

로는 연구 주제 선정과 연구 방법 배우기 외에 자료 수집이 있다. 석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인 모어 화자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 즉 연구 참여자의 동일 모어의 친분 관계의 테두리에서

해결 가능한 자료 수집의 범위에서 그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방학 중 자신의 모

국 대학으로 돌아가 친분이 있는 교수나 동료 교사를 통하거나 한국 내 같은 언어권

동료들의 조력으로 자료를 수월하게 수집해 나가는 것을 다음 [자료13], [자료14]에서

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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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를 가지고 반을 나누어서↗ 한 번씩 한 텍스트를 가르치고 학습 활동지

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자료 수집 같은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분석할지를 그때 많이 고민했어요.

[자료15]_왕단(FD)

연구자: 근데 IRB 받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참여자: 제가 세 번 했어요. 재심을 두 번하고 보완 한 번.

연구자: 근데 자전적 생애사 연구인데 본인이 연구 대상이더라도 그렇게 여러 번 반려

당했어요.↗

참여자: 그거는 제가 제목 바꾸기 전 IRB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IRB한테 전화

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게 바뀌는데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땐 저보고 그거

변경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변경 신청 넣으니까 또 나보고 너무 많은 부분을

바꿨기 때문에 초기 심의를 다시 해라↘ 그래서 또 초기 심의 했어요. 근데 결

과는 나보고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연구는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납처리 됩니다. 이렇게‥

연구자: 그러면 결국 IRB가 필요 없다는 거네요.

위의 [자료13]에서 천지아(FM)의 경우 자료 수집이나 분석을 위해 한국인 모어

화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부담을 크게 느꼈으나 같은 모어 동료

유학생들에게 자료 요청을 하고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는 자료 수집을 수월하게 진행

하였음을 밝혔다. 얀몽(FM)의 경우도 [자료14]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의 모어권 한

국어 학습자에게 실험을 하고 여러 차례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석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연구 주제와 연

구 방법을 결정한 후 자료 수집 자체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해나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자료 수집보다는 연구 주제를 한정하고 수집한 자료를 이론

적으로 검토하여 분석의 틀을 마련하는 데에 고민의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러나 박사 학위 논문을 쓰는 연구자 참여자의 경우 해당 학문 공동체의 연구윤

리 준수 규정(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이 마련되어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사전 심

의(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가 의무화됨에 따라 연구 수행 전에 연구 계획

서를 생명 윤리 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 연구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지 사전 심의

를 받아야 한다. 이에 박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 왕단(FD)과 류이호(FD)의 경우 석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와는 달리 연구 계획의 변경과 자료 수집의 제약으로 연구 수행

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자료15]와 [자료16]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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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6]_류이호(FD)

연구자: 지난 달 IRB는 어떻게 됐어?

참여자: 제가 이번 것도 통과 못했어요.

연구자: 벌써 두 번째잖아.↗ 류이호가 자꾸 떨어지니까 걱정된다. 처음은 잘 몰라서

그래도 이번에는 하라는 대로 했잖아. 근데 왜↗

참여자: 제가 연구 방법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 한다고 했는데 IRB서 왜 연

구 대상을 200명 하는지 근거가 없다고↘ 그 근거를 안 썼다고 다시‥그래서

다음 달에 또 신청해야 해요.

연구자: 그래↗ 점점 까다로워진다. 나 IRB할 때는 그런 요구 없었는데‥

참여자: 물론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은 제가 너무 에돌아서 겪은‥ 아니 제가 최

처음부터 알았으면↗ 자료 수집을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심의 통과가 안 돼

서.

연구자: 진짜 시간 많이 걸리죠↗ 준비하는데↗

참여자: 네, 네 개월(√사 개월)요. 처음 것 때문에 삼 개월 걸리고 뭐 또 초기 심의 아

니 그 변경 심의, 초기 심의 또 하니까 또 한 달 걸리고 그래서 합쳐서 네 개

월(√사 개월) 걸렸어요.

연구자: 아, 그래서 사 개월이나↗

참여자: 네네, 내가 외국 사람이니까 방법을 잘 몰라서 하하(웃음)

IRB가 의무화되기 이전에는 외국인 박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의 경우 자국에서 교

수로 재직하다가 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석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들보다

실험이나 설문을 통한 자료 수집이 더 용이하였다. 그러나 IRB가 강화되면서 박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연구 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 환경의 용이함과 상관없이 연구 주제나 방법의 변경으로 인

한 자료 수집 자체를 임의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다. 위의 [자료15]와 [자료16]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외국인 연구 참여자의 경우 IRB 심의 반려로 인해 본격적인 연

구 진행이 서너 달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서너 달의 기간은 본격

적인 학위 논문을 진행하지도 못한 채 한 학기가 밀리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 이에

박사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은 학위 논문을 쓰기에 앞서 박사 과정 중에 IRB 사전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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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7]_얀몽(FM)

연구자: 중국 대학 다닐 때 학술적 글쓰기 수업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참여자: 아니요, 없어요.

연구자: 그럼 대학교에서 어떤 종류의 글쓰기를 해봤어요?

참여자: 우리는 대학에서 보고서 같은 거 잘 안 쓰고 시험 많이 봤어요. 그리고 글쓰

기는 주제 하나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해 500자↗ 800자↗ 그 정도 쓰라고 했어

요. 그게 시험이었어요.

연구자: 그럼 보고서는 안 써 봤어요?

참여자: 네네, 보고서는 안 했어요.

연구자: 그럼 대학교 졸업할 때 학위 논문을 썼어요?

참여자: 네, 썼어요. 근데 두꺼운 보고서? 진짜 학위 논문이랑 비교 안 돼요. 그냥 한

국어로 간단하게 몇 장만 썼어요. 아, 근데 한국 프로그램 보고 비평글 쓰는

거 그런 거 해봤어요. 그냥 간단한 쓰기↗ 그런 쓰기 시험 때 썼어요.

연구자: 중국어로 학위 논문을 써 본적은?

참여자: 그건 없어요. 중국에서 학위 논문 어떻게 쓰는지 교육 안 받았어요.

(2) 학술적 텍스트 구성 측면

① 학술적 글쓰기 경험의 부재 극복하기

<표Ⅰ-3>의 설문에 응답한 14명 중 모국 대학에서의 학술적 글쓰기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일본인 연구 참여자 1명을 제외하고 연구 참여자 모두 자신의 모국 대학에

서 학술적 글쓰기 경험이 거의 없거나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을 한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한국어 비원어민 교수가 가르치는

수업에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으로 진행하는 수업 방식으로 한국어를 배웠고 평가 방

식도 대부분 학습한 내용을 암기하여 확인하는 지필 시험 위주였다고 답하였다. 한

국의 대학생들이 대학 진학 후 보고서 작성을 통하여 학술적 글쓰기를 경험하게 되

는 것과 달리 연구 참여자들은 모국의 대학 과정에서 보고서 작성 경험이 부재하거

나 매우 적었다고 밝혔다.

위의 [자료1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글쓰기는 시

험으로 치르는 짧은 분량의 글쓰기와 학위 논문 정도였는데, 얀몽(FM)이 스스로 인

지하고 있듯이 그 학위 논문은 정식 논문이라기보다 간략한 비평문에 가깝다고 생각

하고 있을 정도로 연구 참여자의 학부 때 학술적 글쓰기 경험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인 박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 짱이(FD)는 중국 학부 과정 때의 학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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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8]_짱이(FD)

연구자: 중국에서 학문 목적 글쓰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참여자: 아니요.

연구자: 그럼, 모국 대학에서 어떤 종류의 글쓰기를 해봤는지 여기 설문지 보고 체크해

주세요.

참여자: 어‥여기 별로 없는데. 글쓰기 교육을 받은 적은 없는데 음‥석사 논문은 한국

어로 써봤고. 학사 논문도 한국어로 썼어요. 그리고 보고서는↘

연구자: 수업을 받고 학기마다 내는 보고서가 있잖아요↗

참여자: 우리 중국 대학에서는 다 시험만 쳤어요. 우리는 그냥 한 번 시험 쳐서 점수

나오거든요.

연구자: 맞아요, 다들 중국 유학생들도 보고서를 써본 경험이 별로 없고 대학에서 평가

를 대부분 시험 하나로 한다고 해서 그게 좀 특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아직도 옛날 클래식 그

니까 주입식 방식으로 가르쳐주고 문법 같은 거 확인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발음부터 가르치면서 서너 명 모아놓고

도전적으로 너희들 스스로 해봐. 이렇게 못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모방하고. 제가 구성적 수업을 하든 말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지식

이 있어야 하니까.

연구자: 그럼 한국어 수업할 때도 다 중국어로 해요?

참여자: 네, 1학년 때는 대부분 다 중국어로 설명 들었죠. 문법도 어휘 같은 거 배울 때

↘ 저는 사실 한족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론 거기 단어들

이 다 한국어로 되어 있고 읽을 때 한국어로 읽고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뜻

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문법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다 중국어로 했어요.

연구자: 그럼 중국 대학원에서도 학술적 글쓰기를 안 해 봤어요?

참여자: 사실 저는 대학원에서도 어학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한국 대학원에서처럼 발표

를 준비하거나 스스로 읽고 발제하고 요약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연구자: 그럼 중국 대학원에서 수업은 어떤 방식이었어요? 대학원에서도 강의 위주고

시험 보고 그랬어요?

참여자: 그죠, 시험 봤죠. 리포트를 제출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발제란 건 전혀 없었고 서평 쓰는 건 한두 번↗ 잘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대학

원에서도 완전히 시험만 쳤거든요.

글쓰기 경험의 부족은 중국 대학원 과정 진학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

혔다. 특히 짱이는 중국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직접 대학생을 가르쳐본 교

수 경험도 있어서 중국 대학에서의 수업 운영 방식과 체제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는데, 중국 대학에서의 학술적 글쓰기 경험에 대하여 [자료18]과 같이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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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럼 대학원생끼리 모여서 하는 세미나는 있었어요?

참여자: 우리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료19]_왕단(FD)
연구자: 그러면 학위논문 작성과 관련된 글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참여자: 음‥저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론 검토했고 유사한 주제의 논문 찾아서 읽

었어요. 그리고 CTL에서 글쓰기 강좌도 수강해서 듣고 외국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서 신청해서 듣고 또 대학원생 학위 논문 작성 수업도 있어

서 듣고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신청해서 들었어요. 또 지도 교수님과 면담

을 정기적으로 하고 영어원서 같은 책을 읽을 때는 영어를 잘하는 중국인 친

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리고 인터넷 지식 검색도 하고 하하(웃음)

[자료20]_장루이(FM)
연구자: 그럼 한국에서는 학문 목적 글쓰기 교육을 받아 봤어요? 보고서나 서평 등

대학 글쓰기를 어떻게 하는지↗

위의 [자료18]에서 짱이(FD)는 중국 대학뿐만 아니라 중국 대학원 과정에서도 실

용적인 어학 수업 위주로 학업을 수행하였기에 학술적 글쓰기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모어 교육을 통해 확보하고 있어야 할 학

술적 텍스트 구성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즉, 이러한 학술적 글쓰기

경험의 부재와 부족은 연구 참여자가 한국의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학위 논문을 작

성할 때 언어 문제와 함께 학술적 텍스트 구성이라는 어려움을 이중으로 겪을 수 있

음을 알려준다.

이에 왕단(FD)은 교수학습개발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CTL)에서

주최하는 글쓰기 특강이나 워크숍,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신청하

여 듣거나 참고 문헌을 찾아서 읽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 등 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

한 학술적 텍스트 구성 능력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였다고 [자료19]

에서와 같이 밝혔다.

장루이(FM)도 지도 교수의 권유로 한국 대학의 글쓰기 센터의 학문 목적 글쓰기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학술적인 글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개념을 세우

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자료20]에서와 같이 밝혔다.



- 89 -

참여자: 네네, 그거 글쓰기 센터 그거 수업을 우리 교수님이 꼭 들어야 한다고 해서

그때 이틀 동안 받았어요. 그때 도움 됐어요. 학술적인 거 전체적으로 교육

받았어요. 인용, 각주 그리고 인문 과정 글쓰기 전체적으로 강의를 들었는데

도움 됐어요.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자료21]_얀몽(FM)
연구자: 근데 학문 목적 글쓰기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학위 논문을

시작하고 작성할 수 있었어요?

참여자: 그냥 선배들 거 많이 보고 그 형식에 따라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첫 학기

들어왔을 때부터 그때 논문 연구 수업이 있었어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 벌써

선생님이 우리 발표할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날짜에 맞춰서 논문을 써야 하

는데 그때 하나도 몰라 가지고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아아 언니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거 따라서 했어요. 박사 언니들 먼저 하시는데 그

거 보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알고 따라서 했어요.

연구자: 그러면 논문 연구 시간을 통해서 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장르 지식을 형성

한 거네요.

참여자: 네네, 맞아요.

[자료22]_장루이(FM)
연구자: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장르 지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무엇이었는

지 말해 주세요.

참여자: 아까 말했는데 논문 연구요. 논문 연구하면서 다른 사람 발표도 듣고 선생님

한테 질문 받은 게 도움이 됐어요.

② 학문 담화 공동체의 장르 지식 형성하기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 논문 작성을 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는 학술적

글쓰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와 동시에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의 장르 지식

을 습득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위 논문 작성을 준비하며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가 학위 논문 텍스트에 기대하는 표현의 방식과 격식의 수준, 텍스트의 내용

구성, 문법과 어휘를 선택하기 위해서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마련한 수업과 세미나,

논문 연구 등을 활용하였다. 얀몽(FM), 장루이(FM), 짱이(FD)는 각각 세부 전공이

달랐지만 이들이 대학원 세부 전공별로 지도 교수와 함께 하는 논문 연구 수업을 통

해 학위 논문에 대한 장르 지식을 형성하고 파악하였음을 [자료21], [자료22], [자료

23]에서와 같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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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3]_짱이(FD)

연구자: 학위 논문 작성 관련 교육은요↗

참여자: 우리 논문 연구 시간에 항상 남들이 그-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근데 민** 선생

님 논문 연구 시간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관심 있는 연구 주제 정해서 발표

준비하고 발표하고↗

연구자: 네, 그러면 선생님이 피드백 주시고 참여한 대학원생들이 서로 질문하고 이야

기하고↘

참여자: 네네, 그렇죠↗ 일주일에 두 명씩 우리도 그렇게 해요. 스스로 준비한 걸 가지

고 와서 한 명씩 발표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다 그거 대해서 비판하거나 아

니면 질문하거나 항상 저도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그렇게‥그래서 그냥 눈치

보면서 사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위의 [자료21]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얀몽(FM)의 경우 중국 대학에서 학술적

글쓰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실제적으로 학술적 텍스트 구성 방법을 몰라 첫 논

문 연구 시간에 정해진 발표 순서에 매우 당황하였다. 그러나 그 학기에 한국인 박

사 과정의 선배들이 준비해 온 발표 자료와 발표의 형식을 참조 기준으로 삼아 자신

의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장르 지식을 확보해 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자료22]에서와 같이 장루이(FM)도 논문 연구 시간을 통해 학

술적 글쓰기에 대한 장르 지식을 형성할 수 있었는데, 이때 발표 후에 이루어지는

지도 교수의 질문 형식으로 주어지는 피드백이 장르 지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

었음을 밝혔다. 특히 짱이(FD)는 [자료18]에서 중국 대학에서 석사 과정의 수업도 암

기와 지필 시험 위주로 이루어져 학술적 텍스트 구성 경험이 부족하였다고 진술하였

다. 이에 석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들과 같이 한국인 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들의 발표

를 참조하여 학술적 텍스트를 구성하였다고 [자료23]에서와 같이 밝혔다.

위의 [자료21], [자료22], [자료23]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인 대학원 선

배나 동료가 하는 연구 주제 발표를 관찰한 후 그것을 모델로 삼아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의 발표를 준비해 가며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방식에 대한 지

식을 쌓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왕단(FD)은 자신의 세부 전공과 동일한 대학원 선배들의 학위 논문과 학술

지에 게재된 소논문을 읽으면서 학위 논문이 갖추어야 할 형식 구조와 내용 구성 등

학술적 텍스트 구성 능력을 확보해 나갔음을 [자료24]에서와 같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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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4]_왕단(FD)

연구자: 선생님이 한국어로 학위 논문을 쓰는 데 필요한 장르 지식을 형성하는 데 가

장 도움이 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어로 논문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지식을 갖도록 해 준 거요.

참여자: 저는 같은 전공 안의 학위 논문들이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팀 졸업한 선배님들의 학위논문이요. 그리고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이요. 그런

거 읽으면서 논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감을 잡았어요.

③ 모어를 활용하여 내용 지식 형성하기

학술적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술적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 지

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술적 텍스트에 대한 형식 지식은 해당 학

문 담화 공동체 내에 축적되어 있는 기존 학위 논문 텍스트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학술적 글쓰기에 활용되는 주제에 대한 내용 지식(content

knowledge)은 학위 논문 작성을 준비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연구 주제를 한정하고

난 후에야 주제와 관련된 내용 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한국인 대학원생들과 마찬가

지로 외국인 유학생들도 대학원 과정에서 전공 수업을 듣거나 대학원 동료와의 세미

나를 진행하며 학위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 주제를 탐색하게 되는데, 한국

인 대학원생에 비해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로 번역된 이론서나 한국어로 쓰인 철학

서로 추상적인 이론의 개념과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

들은 내용 지식을 쌓기 위해 자신의 모어를 활용하여 추상적인 개념에 접근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 장루이(FM)는 학위 논문 작성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연구 수행

능력을 확보하는 것보다 학위 논문 텍스트를 구성해낼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능력

을 확보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학위 논문을 본격적으로 작성하

기에 앞서 자신의 모어로 번역된 이론서를 읽고 그것을 다시 한국어 이론서와 비교

하며 개념을 이해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학술적 텍스트 내용 지식을 형성하고자 하

였다. 장루이는 본인의 가장 부족한 능력이 한국어 능력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어

유창성이 다른 연구 참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모어인

중국어를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부족한 한국어 능력을 보완하는 한편 학위 논문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내용 지식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갈 수 있었다. 장루이는 학위

논문과 관련한 주제를 정하고 나서 그 후 이론적 배경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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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5]_장루이(FM)

연구자: 처음 논문의 주제를 잡고 논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참여자: 음-제이언어 습득↗ 촘스키의 이론 변형생성 문법↗ 이런 것도 읽고 그러면서

배경 지식을 쌓았어요.

연구자: 어렵지 않았어요? 그 이론서들 한국어로 번역된 걸 읽었을 텐데↗ 제이언어

습득론도 변역이 이상해서 이해가 잘 안 됐을 텐데요.

참여자: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선 한국어로 읽기 전에 중국어 사이트 가서 그 책

을 찾아서 읽고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면 중국

어로 번역된 전공 이론서들을 많이 보고↘

연구자: 아 그리고 한국어로도 보고↗

참여자: 첫 학기 때 제이언어 습득 배웠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방학 때 얼른

서둘러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어판을 사서 다시 봤어요.

연구자: 그래서 중국어판 제이언어 습득론 이론을 이렇게 중국어로 정리했어요↗ 와

꼼꼼히 했네.

참여자: 그러다가 제가 화행이론에 대해 재밌다고 생각해서 그거 관련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 다 읽으면서 이렇게 논문 쓸 때 중요한 부분 빨리 찾을 수 있

게 이렇게 정리했어요.

선 중국어로 전공 이론들을 소개하는 온라인 사이트로 들어가 대략적으로 요약된 이

론의 개요를 읽거나 중국어로 번역된 전공 이론들을 찾아서 공부하였다. 그리고 학

기 중 수업에서 다룬 이론들을 이해하기 위해 고향으로의 귀국을 서둘렀다고 밝혔

다. 장루이(FM)와의 면담 내용은 [자료25]와 같다.

또한 장루이(FM)는 세 번째 학기에 논문 예비 발표(계획 발표)를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 학기부터 관련 강의를 수강하며 한국어 교육 관련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 제이언어 습득론 수업에서 처음으로 화행 이론을 접하게 되며 흥

미로운 연구 주제로 생각한 후 잠정적으로 화행 관련으로 연구 주제를 한정하였다.

그 후 방학이 되자마자 중국으로 돌아가 제이언어 습득론을 중국어 번역서로 찾아

읽으며 강의 중 이해가 되지 않았던 화행 이론 관련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각

이론에서 소개하는 용어의 개념을 공부하여 [자료26]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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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6]_장루이(FMT57))

[자료26]은 장루이(FM)가 제공해 준 연구 노트의 일부분이다. 이 연구 노트에는

언어학, 제이언어 습득론 등의 이론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각 이론에서 다루는 기본

용어의 개념과 관련 선행 연구를 알아보기 쉽게 중국어로 요약되어 있었다. 이는 장

루이가 학위 논문을 본격적으로 집필할 때 중요한 개념을 찾아서 참고하기 쉬운 방

식으로 정리하였다고 밝혔다. 이렇게 석사 전공 수업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중국어

57) 1장의 연구 참여자 정보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FM/FD는 석사/박사 구별이고 FMT/FDT는

연구 참여자의 자료를 면담이 아닌 텍스트(Text)로 제시할 때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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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7]_왕단(FD)
연구자: 학위 논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집중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일은 뭐였

어요?

참여자: 음‥학위 논문 쓰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내가 공부 부족하다는 거를 진심 인

식하지 못했어요. 이게 발제문도 좋고 보고서도 좋고 다 한 번만 끝나면 그걸

다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한 번만 고비를 넘기면 끝나요. 그런데 학위논문

을 쓰면서 내가 이거를 책임져야 하고 책임뿐만 아니라 이거는 프로그램 자체

가 크잖아요. 공을 많이 들여야 하니까 하면서 이렇게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게 드러나고 거기서 많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니까 그 전에는 철학이 그렇

게 부족한 것도 몰랐고 내가 쓰고자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모르

는지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근데 내가 이 지점에 와서 내가 이렇게 부족

하구나‥ 제가 볼 때 언어적인 거는 큰 문제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붙잡고 있으면 열등감으로 되겠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연구를 하는 능력이 제일 필요해요.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갖고 논문의

내용을 구성하는 능력↘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부족하나마 표현하는 능력

이 있으면 진행은 할 수 있어요. 한국어 부족은 수업을 듣는 4학기 동안 더

큰 문제 될 수 있지만 진짜 학위 논문을 쓸 때는 언어보다는 연구를 진행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이 진짜 공부하러 왔는지 그게 중요해요.

사실 요즘 저도 철학책 읽고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한국어로 된 거 일본

어로 된 거 중국어로 된 거 이걸 대조하면서 읽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이

철학책을 이해하려는 노력인 거죠.

로 잘 정리해 놓은 화행 이론들은 장루이가 불평 화행으로 연구 주제를 확정한 후

본격적으로 학술적 텍스트를 구성해 내기 위한 내용 지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왕단(FD)의 경우는 단순히 연구 주제에 대한 이론적 이해나 개념 정리 차원

을 넘어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연구 주제에 대한 철학적 지식이나 관점을 세우기 위

해 고심하였다. 예컨대 현상학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 메를로퐁티의 『몸의 철

학』과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과 같은 철학서를 읽는 도중 여러 차례 이해가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왕단은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의 박사 학위 논문이 지니는 가

치의 무게와 의미에 대하여 논문을 완성해 가는 매 지점마다 고심하였다. 그래서 외

국인 유학생으로서 미흡한 한국어 능력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학위 논

문을 완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여겼다. 오히려 학위 논문을

쓰는 데 한국어 능력은 부차적인 것이며, 연구 수행 능력과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사

고가 더 중요하다고 [자료27]에서와 같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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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29]_장루이(FM)

연구자: 한국어로 논문 쓸 때 자신의 가장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흐흐(웃음) 제가 특히 한국어가 약해 가지고 흐흐(웃음) 다른 친구 비해서 문

제가 있어요.

연구자: 한국어로 이렇게 논문을 쓰는데 본인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하(웃음)

참여자: 아마 이해하는 과정‥많이 듣고 많이 입력 또 많이 보고 그거 괜찮은데↗ 그

거 수출(√출력)할 때 연습이 부족해서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학부 때 2010

[자료28]_천지아(FM)

연구자: 외국인이기 때문에 논문을 시작하면서 더 어려웠다고 생각된 부분은요?

참여자: 음..직관↗이 없어서‥사실 제 주제가 공손 표현에 대한 건데 제가 중국인이

쓰는 이 공손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어요. 확신이

부족하니까 그게 외국인이라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자료27]에서 왕단(FD)은 중국인 유학생의 자전적 생애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

하고 있었기에 연구 주제와 분석 방법론에 대한 철학적 내용 구성을 위해 현상학 이

론서를 읽으며 내용 지식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형이상학적인 철학에 대한 이

해를 한국어 번역서 한 권으로는 명확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어인 중국어와 제이

언어인 일본어까지 활용하여 각 언어로 출판된 세 권의 번역서를 비교하며 읽는 시

도로 내용 지식을 형성하였다.

(3) 학술적 텍스트 표현 측면

①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전략 세우기

학술적 텍스트는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 축적과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

로 연구자가 “학문적 견해를 근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텍스트(신지연, 2013:

35)”이기 때문에 학술적 텍스트에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언어 표현을 요구한다. 연

구 참여자들은 대학원 과정에서 수업과 논문 연구, 세미나 등을 통하여 학술적 텍스

트의 언어 표현을 접하고 사용하였지만, 학술적 텍스트의 언어는 다루고자 하는 연

구 주제와 관련한 내용 지식과 분리한 채 특정 표현만을 익혀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연구 참여자가 자신이 한국어 비모어 화자라는 점에 주목하게 되면

한국어 사용에 대한 확신이 더 약해져 학술적 텍스트에 맞는 언어 표현에 낮은 자신

감을 드러내는 것을 [자료28]과 [자료29]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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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한국어 전공으로 대학에서 한국어 공부하고 2014년 9월 여기 대학원

들어왔어요. 공부했는데 아직 표현 그런 거 부족해요.

[자료30]_천지아(FM)
참여자: 음‥제가 분석하고 논의해야 하는 게 많으니까 언어 교환하는 친구를 빨리 구

하려고 스누라이프에 언어 교환 학생을 구한다고 먼저 올렸어요. 저는 올리고

기다렸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건 제가 빨

리 글 다시 내렸어요. 하하(웃음) 세 명이 제 언어 교환 학생들이에요. 저도

그 친구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주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았어요. 한 시간 한

시간 이런 식으로 언어 교환을 했어요.

연구자: 한국어로 쓰다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할 때 그럴 때

를 위해서도↗

참여자: 네, 우선 일단 다 쓰고 표현 문제 막히면 제가 도움 받는 그 언어 교환↗

하는 친구 한국인 학생이 저를 도와주었어요. 사실 언어 교환하기 전에 친한

한국 친구한테 되게 많이 의뢰했어요.

연구자: 아, 그 한국 친구하고는 많이 친했나 봐요?

참여자: 네네, 많이 친했어요. 그래서 쉽게 부탁하기 편해서 가장 많이 연락했어요.

연구자: 그럼 그 친구는 대학원 친구였어요?

참여자: 아니요, 그냥 예전부터 알고 지낸 한국 친구였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연구자: 그런데 왜 언어 교환 친구를 모집해서 언어 교환 친구들과 논문을 상의하게

된 거예요?

[자료28]에서와 같이 천지아(FM)는 자신이 한국어 모어 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신의 논문 주제인 공손 표현의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진술하

였다. 천지아는 초심본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기술하기 이전에 먼저 수집한 학습자

자료 분석을 해야 했는데, 자료 분석을 위해 학습자의 공손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해

야 하는 문제에 부딪혀 한 동안 어려움을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거시적

인 차원에서 보면 자료 분석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한국어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

의 부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자료29]에서 장루이(FM)도

현재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한국어라고 말할 정도로 학술적 텍스트 언어 표현

능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학위 논문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어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의 부족에 대하여 문제를 느낀 천지아와 장

루이는 학위 논문 작성을 준비하며 이것을 실제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자료30]과 [자

료31]에서와 같이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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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그 친구도 바빠지면서 정기적으로 논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

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한 명한테만 부탁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세 명하고 언어 교환 했어요.

[자료31]_장루이(FM)

연구자: 본인이 한국어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논문 쓸 때 계속 한국어 문

제가 생겼을 텐데 어떻게 해결했어요?

참여자: 네, 그래서 제가 사범대 윤리학과 학생을 언어 교환 프로그램 통해서 만났어

요. 그 학생이 제 실험 설계한 거 표현이나 언어 그런 거 고쳐줬어요. 이 윤리

학과 사람은 사범대에서 하는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신청한 거고 1년 동안 만

나서 서로 중국어 가르쳐주고 한국어 도움 받았어요. 그리고 이 분 국어과 학

생은 첫 학기 때 학부 수업 하나 들어서 같은 조 활동하면서 친해져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어 표현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 과 학부생에게 20

만원 줘서(√주고) 부탁했어요. 돈을 주고 한국어 수정하는 거 도와달라고 부

탁했어요. 한국어 수준도 높고 성실한 학생을 찾는 게 쉽지 않으니까‥시간이

되면 만나서 같이 밥 사주고 돈 주고 이렇게 해서 하하(웃음)

위의 [자료3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천지아(FM)는 초심본을 준비하면서 학위 논

문을 작성할 때 한국어 능력의 문제가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

식하였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생성하기에 앞서 한국어 직관이 부족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어 교환 학생 모집을 계획하고 실행하였

다. 장루이(FM)의 경우도 [자료31]에서와 같이 학술적 텍스트에 맞지 않는 어색한

표현이나 문체 등을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한국어 모어 화자의 도움을 받

아 수정을 받는 전략으로 한국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장루이(FM)의 경우는 [자료25]과 [자료26]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학

위 논문 작성을 준비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가장 큰 문제를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학위 논문 작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어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을 보완하고자 여러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모어로 된 이론

서와 영어 원서를 활용하여 한국어 내용 지식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술적 텍

스트 표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고자 하였다.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학술적 텍스트

내용 기술에 필요한 개념어와 학술 용어를 표제어로 만들고 하위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료32]에서와 같이 장루이는 먼저 중국어나 영어 이론서를 통해 개

념을 이해하고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어를 역으로 한국어로 직역하여 사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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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2]_장루이(FM)

연구자: 이 불평 화행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참조한 대표적인 이론서가

뭐예요? 이런 용어의 개념들은 이론서 보고 정리했어요↗ 아님 학위 논문에

나와 있는 거 정리했어요↗

참여자: 화행론은 그거 중국어로 된 오스틴의 중국어판 이론서 보고 먼저 개념 이해하

고 중국어 말과 행위 그거 보고 그 화행의 정의는↗ 그 책 너무 오래된 책이

라서 그 책에 한자와 한글 같이 나왔어요. 그거 봤는데 그거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고 보지 않았어요. 그냥 중국어 책으로만 이해하고

연구자: 아, 그럼 중국어 책을 보고 인용할 부분은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거네요.

참여자: 네, 그래서 제가 중국어 책 보고 이해하고 이 부분 한국 논문에 나온 설명을

참고하기도 했는데↗ 중국어판 있으면 중국어로 보고 아니면 영어 논문 찾아

서 다 보면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논문에서 목차, 표 제목 만들 때 한국

어로 직역하는(√해서) 용어 만들었어요.

로써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위의 [자료31]와 [자료32]에서 확인하듯이 장루이(FM)는 자신의 학위 논문 주제와

관련한 학술적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거나 표제어에 사용할 개념어를 만들고 정의하

기 위해 원서를 직역하거나 또는 한국인 모어 화자의 조력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장루이가 중국어 이론서에 서 제

시하고 있는 학술적 표제어를 직역하여 가져오는 문제 해결 방식은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색한 용어나 인위적인 단어 조합 등의 다른 문제를 발

생시켜 이후 심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정 사항으로 지적받는 것을 확인하게 된

다.58)

장루이(FM)와 유사하게 천지아(FM)의 경우도 [자료30]에서와 같이 학위 논문 작

성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학교 정보 교환 사이트에 언어 교환 학생의 모집 공고를 내

어 한국어 자료 분석과 표현 등 한국어 직관의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국어

모어 화자를 만나고자 하였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 언어 교환생의 도움을 받아 한국어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

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석사 과정의

58) 이 부분과 관련된 장루이(FM)의 자료는 심사본 수정 및 정교화 단계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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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3]_왕단(FD)

참여자: 제가 기술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쭉 이어서 어쨌다 뭐 이런 단어를 써야

하죠. 따라서 뭐 어쨌다 그러므로 뭐 이러했다 근데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

는 거예요. 또한, 또한 몇 번 나오고 그러면 이 표현은 계속 중복해서 써서

더 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구자: 아, 글을 쓰고 나서 본인이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참여자: 처음에는 그런 거 없이 쭉 쓰다가 읽다가 그냥 읽은(√읽는) 것이 아니라 프

린트부터 해서 인쇄물을 가지고 읽을 때 이상한 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더

라고요. 이거 이상하다 표현이 이게 아닌데‥왜 이 같은 표현이 두 번 세 번

나오냐 그럼 그걸 지워버리고 한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꿔 버리고 근데 제가

외국인이라서 언어 표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니까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게 문제죠.

연구 참여자들이 학위 논문 작성을 준비할 때 한국어 학술적 텍스트 표현의 문제를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통해 함양해가야 할 능력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점은 생각

해 봐야 할 문제이다. 석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들의 학술적 텍스트 표현 문제를 해

결하는 방식은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박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들의 방식과 대비

되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참고 문헌의 언어 파악하기

‘파악한다’의 사전적 의미는 그 어떤 대상의 성질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여 확실

히 아는 것인데, 박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는 석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들과

달리 참고 문헌의 언어를 파악하여 학술적 텍스트에서 선호하는 언어에 익숙해지는

전략으로 언어 표현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였다. 박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들은

이미 석사 학위 논문을 한국어로 써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

하면서 느끼는 박사로서의 무게와 부담감으로 인해 더 높은 수준의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석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들

과 마찬가지로 박사 과정의 참여자들도 여전히 비모어인 한국어로 학위 논문을 쓰는

것은 편하지 않다고 밝혔다. 왕단(FD)의 이러한 학술적 텍스트 표현에 대한 고민은

[자료33]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왕단은 자신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학위 논문을 작성

할 때 사용하는 한국어 사용에 제약이 있어 다양한 표현으로 기술을 하지 못하는 점

에 대하여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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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4]_왕단(FD)

연구자: 학위 논문 작성할 때 학술적 표현은 문제가 없었어요?

참여자: 당연히 있죠. 내가 외국인이니까. 근데 표현에 익숙하기(√익숙해지기) 위

해서 책을 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연구자: 맞아요, 한국인들도 논문을 쓰려면 한국어 이론서들을 열심히 찾아서 읽고

또 읽어요.

참여자: 네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느 날에 내가 갑자기 그 말을 완

전히 따와서 쓰는 건 아니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쓰게 되고 그 표현을 하고 뭐뭐 하고자 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연구자: 네네, 맞아요.

참여자: 읽은 책이 없으면 그런 영향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참고 문헌의 말

투라고 할까요↗ 그게 풍기는 뭔가 영향 받아서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철학책을 보거든요 뭔가 말할 때도 소위 뭐뭐 이렇게

연․참: 하하(웃음)

참여자: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선생님은 책밖

에 없더라고요. 근데 글은 혼자 써야 되죠. 으으 근데 그래도 마지막 단계

에서는 무조건 무조건 외국인은 교정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박사 과정의 왕단(FD)은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을 확보하고 함양하기 위하여 전공 이론서와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의 학

위 논문 등 참고 문헌을 충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읽는 전략을 취하였다. 한국어

학술적 텍스트 표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왕단의 대응은 석사 과정의 연구 참여

자들에 비해 좀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왕단(FD)과의 심층

면담 내용은 다음 [자료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자료34]에서 “내가 외국인이니까”, “무조건 무조건 외국인은 교정이 필요하니

까”와 같은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왕단(FD)도 자신이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이고, 아무리 언어적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을 하더라도 모어 화자가 아닌 이상 외국인의 학술적 텍스트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교정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왕단이 석사 과정의 연

구 참여자들과 달랐던 점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도움을 받는 것과 학위 논문을 작성

하고 있는 본인이 성취해야 할 언어 능력은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다. 즉, 왕단은 나중에 한국인의 도움을 받게 되더라도 우선 학위 논문에 필요한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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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5]_황밍(FM)

연구자: 석사 논문 쓸 때하고 지금 박사 과정에서 한국어로 논문 쓰는 거랑 어떻게

달라? 지금은 학술적 표현이나 문법 사용이 훨씬 더 편해졌어?

참여자: 지금도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석사 논문 쓸 때는 제가 정말 하나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부족했어요. 그때 우** 선생님 퇴임하시고 지도 교수님이 바

뀌었잖아요.↗ 그래서 팀도 갑자기 바뀌고 그래서 **언니한테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한국어 어학당 6개월 다니다가 대학원에 들어와서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배운 적이 없었어요. 우리 팀에 외국인도 없고 한국어 교육

전공하는 한국인 선배도 없어서 논문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 없었어

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면서 써야 하니까 썼는데 제가 한국어 문법도 어렵고

문장도 하나도 안 돼서 하하(웃음) 그래서 한 학기가 밀렸지만 그때 저 땜에

**언니가 많이 고생했어요. 하하(웃음)

연구자: 그래, 생각난다. 하하(웃음) 그때 **가 엄청 힘들었다고 했어. 네가 쓴 문장

다 고치고 거의 새로 쓰다시피 했다고 하하(웃음) 근데 지금은 학술대회 발

표도 자주하고 논문 연구 발표도 잘 준비하고 너 진짜 많이 발전했어.

참여자: 제가 지금은 논문을 찾아서 읽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논문 연구 시간

에 윤** 선생님이 참고 문헌 찾아서 보는 방법이랑 그거 인용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 준비나 리포트 준비할 때 최소

한 제 주제랑 비슷한 논문을 10개 이상 찾고 그걸 밤새서 계속 읽어요. 논문

연구 시간에 박산데 너 석사 논문도 썼는데 이 정도밖에 못 쓰냐고 혼나니까

글 쓸 때 잘해야 한다는 부담 있어요.

연구자: 그럼 지금은 학술적인 표현에 익숙해진 거야?

참여자: 하하(웃음) 사실 아직도 **언니한테 다 쓰고 나서 큰 오류 없는지 봐달라고

해요. 하하(웃음) 근데 제가 석사 때랑 달라요. 지금은 논문을 찾아서 언어,

구조 이런 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계속 보면서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다시

적 텍스트 표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 문헌의 영향 속에 학술적 표현과 단어

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언어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이해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왕단의 문제 해결의 모습은 현재 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네 번째 학

기의 수업을 듣고 있는 황밍(FM)59)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황밍

(FM)과의 면담 내용은 [자료35]와 같다.

59) 황밍(FM)은 2013년 1학기에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 참여자로 텍스트 자료를 제공

하고, 설문과 심층 면담에 참여하다 2013년 8월에 졸업한 후 베트남으로 돌아가 대학에서 만 2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쳤다. 그리고 2016년 1학기에 다시 한국 대학의 박사 과정에 진학하였기 때문

에 면담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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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논문이 참고한 책을 찾아서 보고 그 원래 내용 확인하고 이렇게‥ 어렵긴

하지만 이제 좀 내 거로 만드는 방법↗ 이거 알았어요.

위의 [자료35]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황밍(FM)은 한국어가 모어가 아니기 때문

에 여전히 표현이 자유롭지 않아 한국인 박사 과정 동료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

러나 관련 참고 문헌을 찾아 읽으면서 자신이 쓰고자 하는 연구 주제의 표현과 구조

에 익숙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밍은 석사 학

위 논문을 쓸 때는 학술적 글쓰기의 방법이나 표현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국인 대학원 동료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글쓰기를 할 때와는 달리 박사 과정

에 진학한 현재는 박사 수준에 맞는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

담 속에 주도적으로 학술적 글쓰기를 하였다. 실제적으로 논문 연구 시간의 발표 자

료를 준비할 때는 본격적으로 내용을 생산하기 전에 다루고자 하는 연구 주제와 관

련된 소논문을 충분히 검색하고 그 한국어 논문의 내용과 표현을 충분히 파악하였다

는 생각이 들고 나서야 글쓰기를 시작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박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들은 석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들보다 학술적 텍스트 내용 생산을 준비하는 단

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할애하였다.

이상과 같이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 간에는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

력의 경험과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한국어 비모

어 화자라는 위치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모두 한국어로 학술적

텍스트를 생산할 때 겪는 인지적,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학위 논문 작성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학술적 텍스트 표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그러나 석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는 초심본 생산 준비 단계에서 학술적 텍스트 표현

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한국인의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거나 자신의

모어로 출판된 이론서에 의존하는 등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의 문제를 단기간에

임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반면에 박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들

은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통해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를 중

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주요한 참고 문헌을 찾아 읽고 이해함

으로써 그 언어 표현에 익숙해지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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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6]_천지아(FM)

연구자: 이렇게 여러 번 주제를 바꾸게 된 이유는 뭐예요?

참여자: 사과 화행 사실 딱히 가르칠 거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메일 관련

해서는 딱히 하하(웃음) 우리 전공이 교육이니까 가르칠 거를 생각해야

하니까. 연구 자료를 보니까 감사 표현하고 사과 표현하고 크게 교육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사과할 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심이

더 중요하니까 뭐 특별히 전략을 사용해서 가르칠 그런 가치 찾지 못했습

니다. 그럼 다시 감사 화행하고 사과 화행 안 되면 그럼 요청 화행 되겠죠

2) 초고 생산하기

(1) 연구 수행 측면

ⓛ 연구 문제 찾기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먼저 특정 연구의 범위를 정한 후 연구 주제를 선

정하게 된다. 연구 주제는 연구자의 관심에서 촉발되지만 기본적으로 연구 주제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기존 지식 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연구자가

학문 담화 공동체의 기존 지식 체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연구 주제, 방법론,

증거, 자료 분석, 개념이나 이론의 측면에서 기존의 지식보다 새롭거나 개선된 연구

를 수행해야 한다(김경호․차은진, 2012). 따라서 연구자가 선택한 연구 주제는 기존

의 학문 담화 공동체 내 공유되고 축적된 지식의 범주에서 출발하지만 기존 지식과

차별화되는 그 연구만이 지닌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담아내야 한다.

그러나 연구 주제에서 연구자가 밝히고자 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초점화시키지

못한다면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도 추상적인 수준에서 기술할 수밖에 없다. 연구 주

제를 통해 연구자가 밝히고자 하는 바, 즉 연구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

이 바로 연구 문제이다. 학문 담화 공동체마다 이 연구 문제를 통해 학문 담화 공동

체의 지식 체계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달라지는데, 교육학 논문의 연구

문제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교육적인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 천지아(FM), 얀몽(FM), 장루이(FM)는 관심 있는 연구 주제를 선정

한 후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도중에 교육적인 관점의 부재나 가치의 부족으로 연구

가 지연되거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을 [자료36], [자료37], [자료38]에서 동일하게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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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화행은 다 사용할 가치가 크니까 근데 또 김** 선생님의 논문하

고 겹치고 그것도 이미 있고 그런데 수집한 자료 분석하면서 어↗ 이 공

손 문제 드러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공손 표현으

로 바꾸었어요.

[자료37]_얀몽(FM)
연구자: 주제가 혼사 장애를 중심으로 한 조선 애정 소설 교육이라고 했죠↗ 그

럼 먼저 모티브라는 큰 주제를 정하고 나서 텍스트를 정했어요?

참여자: 음-텍스트도 여러 번 바꿔가지고↗ 원래는 두 텍스트 비교문학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뭐 처음에 계획 발표에서 여러 선생님들 여기 텍

스트‥ 별로 교육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혼사 장

애 모티브 큰 거를 찾고 텍스트를 새로운 거 찾고 이렇게 했습니다.

연구자: 아, 처음에 정했던 텍스트가 있는데 계획 발표하면서 학과 선생님들이

그 텍스트는 교육적 가치가 없다는 말씀하셔서 그래서 텍스트를 바꿔서

논문을 진행한 거네요. 여기서 혼사 장애라는 게 결혼할 때 양쪽 집안이

부딪히거나 해서 생기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거죠?

참여자: 네네, 맞아요. 결혼을 할 때 부딪히는 장애, 어려움↗ 이거 현대에 영화

나 드라마나↗ 현대 소설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학습자들이 되게 흥

미롭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이거로 초점화를 하고↗ 사

실 고전 소설에서 혼사 장애 모티브 되게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

걸로 주제를 잡았어요.

[자료38]_장루이(FM)

참여자: 처음에는 불평 화행 정하고 전략만 보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언어적인 부

분도 넣고 또 그 다음엔 체면도 넣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열심히 준비해

오다가 근데 중간에 포기할 때 있었어요. 흐흐(웃음)

연구자: 중간에↗ 언제요?

참여자: 그 5월 6월↗ 아니 10월 때 선생님이 근데 그 불평화행을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냐고 질문을 받았는데 왜 불평을 가르쳐야 하는지 물어봐서 제가

계속 생각했는데 제가 답을 못 찾았어요.

연구자: 아 교육적 가치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참여자: 네, 처음에 대조하는 거는 간단하지만 그 차이가 분명이 있지만 왜 그 결

과를 가르쳐야 하는지 답을 못 찾아서 제가 바꾸려고 했는데↗ 제 논문에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찾아야 하는데 이게 계속 고민돼서 논문을 쓰는 게

어려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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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자료들은 모두 석사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의 사례로 연구자의 연구 문제가

교육적인 가치를 이루는 데 있지 않고 개인의 관심 영역과 하나의 현상과 사실을 분

석하고 기술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특히 천지아(FM)와 장루이(FM)

의 경우 화행 전략에 관심을 두고 화행 이론 안에서 자료를 먼저 수집하고 그 자료

를 분석하여 유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여 가다가 문제에 부딪혔다.

이러한 문제로 [자료36]에서와 같이 천지아는 연구 수행 중간에 자신의 주제에 대한

교육적인 가치를 찾지 못해 고민하다 연구 주제를 변경하였고 [자료38]에서 확인하

는 바와 같이 장루이도 처음에는 연구 주제를 바꾸려다가 고심 끝에 연구 문제를 다

시 설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얀몽(FM)도 처음에 ‘모티브’라는 주요어를 먼저 선정하

고 고전 애정소설 텍스트를 주요 자료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텍스트 자체의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었기에 교육적 함의가 있는 새로운 텍스트 선정으로 고

심하게 되었음을 [자료37]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자료 분석하기

학위 논문 초심본 생산 단계에서 요구되는 주요한 연구 수행 능력은 자료 분석 능

력이다. 연구 문제에 맞게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내용을

생산하는 것은 학술적 글쓰기의 주요한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초심본을 생산하는 단

계에서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주제를 한정하고 연구 문제를 밝히는 데 적절한 연구

방법을 선택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지 고민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내용을 생성해내기 시작한다.

연구 준비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를 진행해 가는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았

는데, 천지아(FM)는 ‘점차 구조화시켜 가는 연구’ 유형에 가까웠고, 장루이(FM)는

‘사전에 구조화된 연구’ 유형에 가까웠다. 이러한 연구 진행의 유형은 연구 주제를

선택하고 자료를 수집해 가는 방식, 자료 분석의 방식 등을 한정하는 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연구 진행의 유형으로 연구자의 성향도 가늠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점차 구조화된 연구’의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한 장루이는 수집한 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의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나갔고, ‘사전에 구조화된 연구’의 유형을 보여준

천지아는 양적 연구의 통계 처리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를 처리, 분석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질적 분석이나 양적 분석의 방법이든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초심본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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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9]_천지아(FM)

연구자: 논문을 본격적으로 쓸 때 가장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부분은 뭐였어요?

참여자: 3장을 썼을 때요. 사실 3장에 주로 자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쓰는 게 많았어

요. 분석하고 쓰고 분석하고 쓰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연구자: 그럼 자료 분석하면서 뭐 때문에 어려웠어요?

참여자: 저는 주로 텍스트 분석을 했는데↗ 진짜 저의 능력으로 이메일을 분석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 공손표현↗ 설사 제가 분석해도 신뢰도 없는 것 같아서

분석하면서 계속 걱정했어요. 제가 중국인 학습자 이메일 공손 표현을 분석해

야 하는데 제가 직관력↗ 없으니까 분석한 게 맞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리

고 제가 분석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연구 경험이 없어서 분

석한 부분이 많으니까 초점 없이 너무 많이 썼어요. 초심본 내용이 너무 많아

서 괜히 선생님들 괴롭히는 것 같아요. 하하(웃음)

연구자: 하하(웃음) 분석 내용이 많아서 3장 분량이 많아져서↗

참여자: 네네,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진짜 학위 논문이나 그거랑 비슷한 것도 써본 적

이 없어서 그전에 간단한 보고서만 써가지고 그래서 경험이 없고(√없이) 쓰

다 보니까 자료 분석할 때 이런 저런 문제 다 나왔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

예상외에 다른 노력이 필요해서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했어요. 제가 처음에

자료 분석할 때 어디까지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제가 이메일에

서 분석해서 쓸 수 있는 작은 거 큰 거 다 분석해서 세심하게(√상세하게) 다

생산 단계에서 자료를 분석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자료 분석을

위한 이론을 검토하고 분석의 틀을 적절한 방향으로 세워가기60)까지 어려움이 큰 것

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할 때 각 자료를 논리적 준거

에 따라 범주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한데, 자료 분석 능력은 학위 논문의 핵심인 3장

의 내용을 기술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이다. 각 연구 참여자들이 자료를 분석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은 다양하였으며 각기 다른 자료 분석의 어려움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양상도 다르게 나타났다.

천지아는 자료를 분석할 때 첫째, 분석의 양의 방대함과 분석 범위를 한정하는 문

제, 둘째, 모어 화자의 직관력 부재로 분석 결과에 대한 확신의 부족, 셋째, 연구 경

험의 부재로 연구 수행에 대한 낮은 확신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하였다.

천지아(FM)와의 심층 면담의 내용은 [자료39]와 같다.

60) 여기서 적절한 방향으로 분석의 틀을 세워간다고 한 것은 학위 논문의 반복되는, 되풀이가 많

은(iterative) 글쓰기의 특성으로 인해 자료 분석의 초기에 분석의 틀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심사

의 과정을 통해 그 틀이 여러 번 수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석의 틀이 적절한 방향으로 모

색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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썼어요. 그래서 분량이 계속 많아져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위의 [자료39]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천지아(FM)는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3장에 세세하게 기술하여 넣었지만 분석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자료를 분석한 것

을 알 수 있다. 분석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분석의 양과 범위를 어느 정도까

지 해야 하는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공손 표현으로 보이는 모든 특성을 다루고자

하다 보니 석사 논문 초심본의 3장 분량이 100쪽에 달하였다. 천지아가 분석의 분량

을 걱정한 것은 초점 없이 세세하게 열거만 되어 있는 분석 결과에 대한 기술 때문

이었다. 또한 천지아는 학습자의 이메일에 나타난 한국어 공손 표현의 양상을 분석

할 때 자신이 한국어 모어 화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어 직관력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석 결과의 신뢰도에 대해 걱정하였다. 이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아닌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겪는 일반적인 문제이지만 천지아의 경우 한국어

공손 표현에 대한 판단 자체가 그 분석 결과를 범주화하기 위한 주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보였다. 또한 천지아)의 “제가 연구 경험이

없어서”, “학위 논문이나 그거랑 비슷한 것도 써본 적이 없어서”라는 진술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분석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 못하고 분석의 양과 범주를 한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연구 경험의 부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준비 단계에서 연구 참

여자들이 학술적 글쓰기 경험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센터의 인문학 글

쓰기 수업이나 학술적 글쓰기 관련 강연을 들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 경험의 부재로 야기되는 자료 분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해서는 대학원 과정 수업에서 실제적으로 관련 연구 주제를 정하여 적은 양의 자료

를 수집하고 분석해 보는 등 소규모의 연구를 통하여 자료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보

는 과정이 필요해 보였다.

이는 현재 박사 과정에 있는 황밍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황밍은 처음 석사 학위 논문의 초심본을 생산할 때 연구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모르

는 상태에서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무작정 70개의 한국 소설 감상문

을 수집하였고 베트남 인 한국어 학습자의 감상문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자

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3장 내용을 생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황밍은 다음 학기로 논문 심사가 연기된 후 학위 논문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자료를 다루는 방식을 새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연구 수행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밍(FM)과의 심층 면담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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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0]_황밍(FM)

연구자: 처음 석사 논문 심사 받을 때 왜 재심에서 떨어졌던 것 같아?

참여자: 사실 4학기에 계획 발표하고 5학기 때 공개발표하고 논문 썼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베트남 인을 위한 한국어 소설 교

육↗ 이렇게 제목 정해서 감상문 자료 70개 수집했어요. 그래서 그때 윤** 샘

이 나중에 제 논문 심사 위원장을 하셨는데 제가 공개 발표할 때 이거는 논문

이 아니라 그냥 학습자 감상문 70개만 나열해 놓은 거라고 하셨어요. 하하(웃

음) 제가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분석 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오류

만 쭉 써서 3장 내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사 받을 때 *샘이 저한테 네가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다시 지도 교수님한테 2장부터 잘 지도를 받고 2

장 완전히 다시 쓰고 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이번 학기에 계속 진행하든지 아

니면 지도 선생님 퇴임하시니까 다음 학기에 더 공부해서 차근차근 자료 다시

분석하고 나한테 와서 논문 지도 받든지 선택하라고↘ 그때 *샘이 지도하실

때 내가 보다보다 너처럼 못하는 애는 처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못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하하(웃음)

연구자: 그때 네가 첫 번째를 선택했으면 그 학기에 졸업을 할 수도 있었던 거네.↗

참여자: 아니에요. *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두 번째를 선택하도록 유도하셨어요. 하

하(웃음) 그리고 저도 논문 아무렇게나 쓰고 졸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기 끝나고 *샘께 메일 드리고 그 다음부터 매주 찾아가서

지도 받았어요. 그때 *샘한테 논문 쓰는 거 많이 배웠어요. 목차부터 다시 짜

고 자료도 더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다음 베트남에서 한국어 가르치고 있었는데 *샘이 갑자기 베트남에

오셔서 너 다시 박사 들어오라고 하셔서 하하(웃음) 놀랐어요. *샘이 나를 지

도하실 때 너처럼 못하는 애가 어떻게 한국어 가르쳐↗ 그러셨는데 다시 박사

오라고 하시니까 하하(웃음) 근데 지금 제가 *샘한테 논문 연구 시간에 칭찬

을 다 받아요. 다 황밍처럼 공부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팀 사

람들 앞에서‥ 하하(웃음)

[자료40]과 같다.

이처럼 천지아(FM)와 황밍(FM)은 모두 연구 경험의 부재로 자료를 분석할 때 어

려웠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이 두 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석사 과정을 이수하는 수

업 중에 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유사 연구 수행의 기회나 경험을 가지지 못했거나

뚜렷한 연구 의식이나 목적 없이 석사 과정의 학기를 보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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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1]_천지아(FM)

연구자: 근데 그렇게 관련 있는 내용을 막 넣어서 양은 늘렸지만 전체적인 논리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완성도가 낮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 논

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데 이게 내 논문이 된 시점은요?

참여자: 음- 4장↗ 아니 3장 다 쓰고 나서 자료 분석한 거를 넣고 나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구자: 아,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논문에 넣으면서 내 논문이라는 생각이

든 거네요.

참여자: 네네, 그렇습니다.

위의 [자료38]에서 황밍(FM)이 5년 전 석사 논문 작성 때와 현재 박사 과정에서의

달라진 연구 수행의 태도를 진술하는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황밍은 학위

논문 심사가 한 학기 연기되면서 지도 교수에게 석사 학위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를 추가 수집하고 분석 방법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면서 향

상된 연구 수행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초고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연구 목적에 맞게 분석하는 능력을 확보

하지 않고서는 논문의 본론에 해당되는 3장에 들어갈 내용을 생성할 수 없다. 일반

적으로 학위 논문 텍스트의 3장에는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한 양상을 중심으로 기술

하기 때문이다. 이에 천지아(FM)의 경우도 자료 분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나름의 전략을 동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초반에 천지아가 인식하고 있

었던 자료 분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민에 머무

르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해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

구 수행 능력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시도해보지 않으면 함양시킬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을 점차 구체화되어 가는 천지아의 연구 수행의 과정을 통해 확

인할 수 있었다. 천지아(FM)와의 면담 내용은 [자료41]과 같다.

위의 [자료41]에서 천지아(FM)는 학위 논문을 작성해 가면서 자료를 실제적으로

분석한 후 그에 대한 본격적인 기술을 마치고 나서야 ‘나의 논문’이라는 생각이 들었

다고 진술하였다.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틀을 마련하고 그 이론적인 틀에 맞추어

실제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보는 것은 연구자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가는 중요한 과정

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이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인

식하는 것은 연구 필자가 자료를 분석하여 내용을 생산해 내고자 하는 인지적,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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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2]_천지아(FM)

연구자: 논문을 초심본까지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어요?

참여자: 사실 저는 주제 정하기까지 제일 어려웠어요.

연구자: 주제 잡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참여자: 저 계속 바뀌었습니다. 네, 사실 저 계획 2학기 동안↗ 계획 발표했던 주

제는 사과 편지 화행 뭐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메일의 공손 표현이에요.

연구자: 아, 최종적인 주제가 이메일을 쓰는 데 필요한 공손 표현으로 바뀐 거예

요? 그런데 그렇게 최종 주제를 결정하는 데 가장 영향을 받게 된 거나

도움이 된 거는 뭐였어요?

참여자: 아- 그거는 제가 자료를 수집하다가 분석하다가 어 공손 표현 전체적인

거 그런 거가 제일 마음에 들어왔어요.

연구자: 아,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서 공손 표현이라는 주제가 보인 거군요.

참여자: 네네네, 그게 가치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적 부담을 무릅쓰고자 하는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자료를 분석할 이론적인 기준, 즉 분석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자료의 분석은 수집되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이론적인 분석

틀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집한 자료가 이 틀에 따라 분석될 것인지는 실제

적으로 자료를 유형화하여 기술해 나가기까지 확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료 분석

을 시도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천지아(FM)는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이 지연된 이유

를 주제를 변경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천지아가 ‘이메일의 공

손 표현 교육’이라는 자신만의 연구 주제를 찾을 수 있었던 계기도 실제적으로 자료

를 분석해 본 이후였음을 [자료4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자료42]에서 확인하듯이 천지아(FM)는 “자료를 수집하다가 분석하다가” 공

손 표현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어왔으며 그 공손 표현의 주제를 다룰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료를 실제적으로 처리해 보는 과정이 학

위 논문 작성을 진행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

의 연구 준비 단계 중 연구 주제 선정하기에 대한 논의에서 천지아가 계획 발표라는

단기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시간에 쫓겨 연구 주제를 신중하게 선정하지 못해 계획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을 확인하였는데, 연구 참여자는 실제적인 자료

를 분석해 봄으로써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 주제를 발견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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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3]_천지아(FM)

참여자: 제가 초심 논문을 준비하면서 자료 분석한 내용을 어떻게 잘 유형화하는지 몰

라서 우선 분석한 내용을 세세하게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너무 많아서

지도 교수님에게 이렇게 자료 나열만 하면 안 된다고 지적 받았지만 초심본

쓸 때는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단어, 단어, 단어 이렇게

나열해서 예시 제시하지 말고 그냥 쭉 A, B, C, D 예만 제시하고 한꺼번에 마

지막에 논의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작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논문

을 쓰는 형식을 잘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논문 연구 때도 제가 이렇게

준비해 가서 지적을 받았는데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논문을 완성했

습니다. 안 그러면 논문을 시작하지 못하니까 그랬습니다.

연구자: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와 관련해서 어려운 과제들이 있잖아요. 연구 주

제, 자료 선정, 연구 방법 정하고 자료 분석하고 기술하고 등등 연구를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고 시간이 많이 들었던 것을 말해 주세요.

참여자: 자료 분석을 위한 이론 검토하는 거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하다보면

처음에 부족하고 또 추가해야 하는데 추가를 할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냐하면 그 이론을 잘 몰라서‥ 이론은 제일 바탕이어서 이론이 있어야 방향이

잡혀요. 그래서 전 이론이 제일 중요하고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래 [자료43]을 보면 자료 분석을 통해 가치 있는 연구 주제를 발견하였

다고 하더라도 분석한 내용을 잘 유형화하여 기술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천지아(FM)가 자신이 하는 자료 분석의 작업을 통해 ‘이메일 공손 표현 교육

연구’가 ‘내 논문’이라고 인식하기까지 그 자료를 분석하고 유형화하기 위해 이론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고민을 하고 노력의 시간을 보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자료43]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천지아(FM)는 자료 분석을 위한 이론을 검토

하고 분석틀을 마련하는 데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 이론적인 틀이 있어야 수많

은 자료의 유형을 나누어 기술을 할 때 연구 목적에 맞게 자료를 기술해 나갈 수 있

는데 천지아는 자신이 겪는 자료 분석의 어려움을 이론적인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이

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천지아는 이론적의 틀을 세워가는 것은 자료 분석과 동시

에 진행해야 하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이론을 검토하다 보면

고려하지 못한 지점들과 추가해야 할 내용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학위 논문 작

성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처리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

었던 것이다. 위에서 “어떻게 잘 유형화하는지 몰라서”, “우선 분석한 내용을 세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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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 넣었다.”라는 진술을 통해 확인하듯이 처음에 자료를 분석하여 기술할 내용들

을 마련하기는 하였지만 그 내용들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유형화할 이론과 역량

이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교수에게 논문 연구 시간과 논

문 지도를 위한 개인 면담 시간마다 지적을 받았지만, 단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었기에 천지아는 우선 할 수 있는 나름의 방식으로 분석의 내용을 기술하

여 내용을 생성하였다. 이러한 시작이 바로 천지아가 학위 논문을 ‘내 논문’으로 완

성해 가기 위한 촉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학술적 텍스트 구성 측면

① 정서적 문제 다루기

글을 쓴다는 것은 하나의 사고 행위를 하는 것으로 글을 쓸 때는 인지적, 심리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학위 논문 쓰기는 연구라는 학술적

행위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의적 영역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

러나 지금까지 글쓰기 과정에 발생하는 마음의 어려움은 학술적 글쓰기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 정의적 영역의 문제를 학술적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학술적 글쓰기 문제, 특히 학위 논문과 같이 여러 절차와 단계

를 거쳐 이루어지는 글쓰기에서는 무엇보다 정서적 문제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

다. 크루제(Kruse, 2007/2009)는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필자가 겪게 되는 이러한 마

음의 불편함과 두려움, 도전들을 학술적 맥락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학술적 글쓰기에서 필자가 직면하게 되는 마음의 문제, 즉 처음 텍스트를 생산할

때 자신의 글이 무의미하게 생각되거나, 자신이 쓰고자 하는 바를 써내지 못하게 될

까 봐 가지게 되는 두려움의 문제 등 정의적 영역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

이다.

이 연구에서도 심층 면접을 진행하며 연구 참여자들이 학위 논문을 작성하며 글쓰

기와 연구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며 앞으로 나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44]에서 천지아(FM)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고향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자료45]에서 얀몽(FM)은 자신이 대학 후배들

의 앞길을 막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자료46]에서 장루이(FM)는 반드시 졸업을

해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간절함으로, [자료47]과 [자료48]에서 왕단(FD)은

지도 교수의 강한 고무와 격려 속에 의미 있는 연구를 해야겠다는 신념으로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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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4]_천지아(FM)

연구자: 주제 잡고 논문 쓰는 데 그니까 초고 완결본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참여자: 사실 지난 학기 심사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졸업하고 싶었는데 결국

심사 못 하고↘ 근데 심사 못 들어갔지만 그냥 쭉 6월까지 썼어요. 그리고 여

름 방학 때 좀 쉬었어요. 두 달 쉬고 와서 이번 학기 심사 들어가야 하니까 9

월에 다시 시작했어요. 저 사실 7월 초에 4장 마지막 절만 남았어요. 9월에 4

장 교육 방안 설계만 했어요. 4장 1절 교육 목표↗ 2절 교육 내용↗ 거기까지

는 다 썼어요.

연구자: 그러니까 지난 학기 초심 못 들어가도 쉬지 않고 계속 쓴 거네요?

참여자: 네네, 6월달까지는 계속 썼습니다. 원래 제 목표는 6월달까지 다 써야 하는 건

데 하하(웃음) 이 4장 3절만↗ 남겨 놓고 중국 갔다가 지금까지‥

연구자: 쉬는 것도 필요해요. 하하(웃음)

참여자: 근데 이거 안 좋아요. 빨리 다 쓰고 나서 쉬어야 되는데↗ 마음 편하게‥다시

집중하고 마음잡는 데 시간 걸려요. 진짜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안 좋아요.

연구자: 그 다음 논문을 하루에 얼마나 썼어요? 논문을 읽는 시간도 있고 쓰는 시간

도 있잖아요.

참여자: 특히 초기에 2장 쓸 때는 읽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3장을 썼을 때는 주로 자

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쓰는 게 많았어요. 분석하고 쓰고 했어요.

연구자: 논문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뭐였어요?

참여자: 분석할 게 진짜 진짜 쓸 게 많았는데↗ 그때 그 스트레스 하기 싫다 그런 마

음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도서관에 그냥 매일 매일 왔어요. 와서 나는 또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목표를 세웠는데 6월달까지 다 무

조건 해야 하지하고. 졸업을 못했지만 다 써야 돼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서 그때 가장 많이 썼어요. 그때 가장 많이 진행됐어요.

연구자: 그럼 본인이 논문을 이렇게 완성해갈 수 있었던 힘↗ 그런 동기는 뭐였어요?

참여자: 음‥끝을 내고 싶은 거요. 하하(웃음) 끝을 내고 싶어서 졸업해야 한다는 그

런 목표 꼭 졸업해야죠 아니면 부모님 속상하시고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

고 생각해서 앞으로 뭘 해도 이걸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

데 저 7학기 째예요. 하하(웃음) 사실 이런 결심이 부족해서 이렇게 오래했어

요.

다잡으며 학위 논문을 진행하였다.

위의 [자료44]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천지아(FM)는 한 학기 전에 심사를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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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5]_얀몽(FM)
참여자: 전 좌절된 경우 별로 없었어요. 내가 너무 긍정적인가↗ 하하(웃음) 논문 쓰

고 나서 선생님께 가져가고 선생님의 지도 받으면서 이제 돌아가서 빨리 고

쳐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내가 선생님을 실망을 안 시켜야겠다‥ 사실 제

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팀이 외국인을 안 받았다고 되게 말을 많이 들었어

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제가 스스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선생님한테 실망

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 들어오기 전에 대

학 다녔던 그 대학교 별로 좋지 않은 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

에 우리 대학교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 있는데↗ **아 네가 대학원

들어가서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네가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네 후배 길

도 막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 말 되게 큰 부담이 되어 가지고 정말 열

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려고 준비하였으나 초고를 완결하지 못하여 심사를 미루게 된 상태였다. 그러나 심

사를 받지 못해도 방학 전까지 남은 두 달 간 논문 작성을 지속하였는데 이때 졸업

이라는 목표를 상기시키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며 매일 도서관으로 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45]에서 왕단(FD)은 학위 논문 작성에 대하여 “아이 달래듯 마음을

어르고 달래며 하는 일”이라고 밝혔는데, 천지아의 진술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천지아는 분명 스트레스가 큰 상황에 있었지만 졸업이라는 목표와 고향에 계

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달래며 일정 분량이 나올 때까지 학위

논문 작성을 지속한 후 방학이 되어서야 고향으로 돌아갔다. 또한 천지아가 석사 학

위 과정을 앞으로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초석을 두는 일로 간주한 점도 천지아가 마

음의 문제를 이겨내는 데 크게 작용하였다. 즉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겪는 마음

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미래에 다가올 다른 어려운 일로 제대로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천지아는 방학 중 쉬고 나서

심사를 받기 위해 복귀한 9월에 이러한 강한 결심을 상기하는 데 시간이 걸려 어려

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천지아(FM)가 자신을 ‘결심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결심을 유지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던 것에 비해 얀몽(FM)은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상황을 최선을 다해 처리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이며 스트레스 상황을 어렵지 않게

이겨내고 있었다. [자료45]를 살펴보면 얀몽(FM)이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어떻게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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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아, 그런 기특한 결심을 하다니 하하(웃음) 그래도 논문 쓸 때 스트레스를 많

이 받잖아요. 어떻게 이겨내고 있어요?

참여자: 제가 처음 첫 학기 때 논문 연구 수업을 들을 때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선배들 쓰는 거 보면서 그냥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자기 자신한테 후회를 안 남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언니들 하는 거 따라

하면서 최선을 다하니까 괜찮아졌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쓰자 그런 맘으로 하니까 쓸 수 있었어요.

위의 [자료45]에 따르면 얀몽(FM)은 대학원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적응하고 학위

논문을 써가는 상항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꼈지만 자신이 속한 전공 팀에서 소수에

속하는 외국인으로서 자신을 뽑아준 지도 교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결심으

로 논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자신의 대학 후배들에게도 자신의 학업 태도와 졸업 여

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부담으로 자리 잡아 학업에 최선을 다했다고 진

술하였다. 얀몽(FM)은 외부에서 온 스트레스 상황을 ‘후회를 남기지 않을 최선’이라

는 내적 동기로 승화시켜 학위 논문 작성에서 겪는 마음의 어려움을 이겨내었다.

또한 [자료4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루이(FM)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달리

학위 논문이 진행이 되는 상황 중에 한국 회사에 인턴으로 취직이 된 특수한 상태였

다. 앞에서 장루이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장루이는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어 능력을 인식하였고 스스로 그 언어적인

제약을 짧은 기간 동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전부터 자신의 능력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장루이(FM)의 학문적 성취에 대한 욕구는 크지

않았지만 취업이라는 상황과 맞물려 졸업에 대한 강한 동기가 장루이를 학위 논문

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학생 신분이었기에 낮

에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장루이와의 인터뷰는 퇴근 이후 밤 9시가 넘어서야

진행할 수 있었다. 직장인 신분 때문에 장루이는 학위 논문을 진행하기에 물리적으

로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학위 논문 작성과 관련한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

던 것은 졸업과 동시에 정규직 전환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의 조건이 장루이에게 강

한 외적 동기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자료4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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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7]_왕단(FD)

참여자: 아, 저 우리 선생님한테 훈계 받았어요.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선생님과 식사하면서 **아, 너 하루 종일 몇 시간 공부하냐

해서 왜요↗ 하니까 너는 나처럼 안 하지↗ 나는 미국에 갔을 때 하루에 15시

간 아니 열다섯 시간 도서관에 박혀서 공부했다고 그만큼 해야 한다고‥ 아

내가 그 말 듣고 창피해서‥ 아 교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만큼 못하

면 죄송스럽죠. 그리고 여기 멀리까지 왔는데 집중 못하면 좀 그렇죠↘ 그래

서 제가 제 마음을 아이 달래듯이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논문을 써요. 논문이

[자료46]_장루이(FM)

참여자: 방학 때 제가 열심히 교수님의 지도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취직해서

많이 바쁘니까 교수님도 저를 많이 이해해 주셔서 아마‥제가 부족하지만 취

직한 거라고 이 정도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회사 다니며 논문 쓰는 거 힘들지 않아요? 논문만 쓰는 것도 힘들 것 같은

데‥

참여자: 힘들어요. 회사가 학교에서 멀어서 한 시간 반쯤 걸려요. 근데 지금은 인턴이

라서 회사에서도 많이 봐 주세요. 제가 졸업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요. 그러

니까 열심히 논문 쓰라고 했어요.

한편 [자료47]를 보면, 왕단(FD)은 학위 논문 작성은 ‘아이를 기르는 것’과 동일하

다며 ‘아이 달래듯이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자신을 채근하기도 하면서 진행해 가는

일이라는 인식으로 고무되어 있었다. 또한 [자료48]에서 확인하듯이 왕단은 다른 연

구 참여자들과 달리 유난히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철학적 관점과 이론이

부족한 이유로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워할 때가 많았다. 물론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

하고 있는 왕단이 석사 과정생보다 학위 논문의 주제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며

다루려고 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왕단이 가지고 있는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의 학업

에 대한 태도와 연구 관점은 지도 교수에게 받은 영향으로, 논문 지도를 받으며 형

성된 것으로 보였다. 즉, 지도 학생을 고무시키는 지도 교수의 언어가 왕단의 마음속

에 내재화되어 있어 왕단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강하게 이끌고 있었다. 따라서

왕단이 연구를 진행해 가면서 마음에 느끼는 좌절이나 열정 모두 지도 교수의 영향

속에 있었고, 지도 교수의 모든 말들이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왕

단(FD)의 정의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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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라고 생각하고 애 키우는 것처럼 정성을 들이는 거죠.

[자료48]_왕단(FD)

참여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각의 현상학 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 책만 읽으면

되지만 저는 밑에다가 중국어판, 일본어판을 두고 한국어랑 이렇게 세 개를

대조하면서 봐야 되니까 배로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번역이

다르면 이상하게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어떤 책의 번역이 맞냐..그래

서 지금 철학책을 읽는 과정이 저한테는 가장 잔혹한 단계예요. 워낙 철학에

는 짧은 글에도 깊은 뜻을 담기고(√담고) 있는데 그리고 철학자들은 막 돌아

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학술적인 비판을 하려고 저기부터 끄집어

와서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쉽게 알 수가 없어요. 한 번

읽으면 절대 모르고 그리고 철학적 베이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파악이 한 번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읽고도 무슨 말이지↗ 또 한 번 더 읽고 돌아가면서 중

국어로도 읽다가 또 주석을 찾으면서 읽어야 해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요.

연구자: 사실 저는 이렇게 외국인이 박사 과정이더라도 철학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처음 봐요. 사실 남이 써놓은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겉으로만 이해하

고 그걸 맥락 없이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은데‥

참여자: 그러면 그건 보고서죠. 논문이 아니라‥그니까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창의성이 어디 있냐 내 독창성은↗ 학술적으로 내가 어떤 공

헌을 하냐‥ 나는 큰 공헌은 못한다. 그래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학문에 점

하나라도 찍어보려고요. 그래도 내가 여기 있던 시간에 흔적을 남기고 가는

거잖아요. 논문이‥근데 이름만 있고 흔적 없으면 그러면 써도 그게 쓴 거 아

니잖아요.

위의 사례들을 통해서는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 참여자들이 겪는 정서적인

문제의 일면만을 확인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글쓰기 행위에 외

재적, 내재적 동기들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다양한 정서적 요

인들은 연구 참여자가 학위 논문 작성에 다시 집중하도록 독려하거나 또는 글쓰기를

지연시키는 실제적인 행위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가볍게 다룰 수 없다. 따라서 학

위 논문을 작성 과정에서 이러한 정서적 문제를 언어와 텍스트 구성의 문제만큼 중

요하게 다루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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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논문의 틀 구조화하기

학위 논문의 초고를 작성할 때 필자는 수집한 자료와 이론을 구조화하기 위하여

고심하게 된다. 논문 전체의 흐름을 담아내기 위한 형식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러

한 논문의 거시 구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 틀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연결이 되는

미시 구조, 즉 구체적인 세부 목차를 구성해낼 수 있다. 내용의 논리적 연결이 중요

한 학위 논문에서 전체적인 형식 구조 위에 세부 구성을 계획하고 글을 쓴다면 내용

생성이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 이때 필자는 좋은 목차를 짜기 위해 자료 분석과 관

련 이론을 어떻게 연계하고 어떤 순서로 설명할지 반복적으로 수정해가며 전체 목차

를 완성해 간다. 학위 논문의 목차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완성하게 되는데, 이 목차

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장르 지식으로 공유된 일정한 형식과 구조, 용어를 사용해서

구성하여야 한다.

현재 미국심리학회(이하 APA)의 편집위원회에서 교육학이나 심리학 분야의 논문

작성자들을 돕기 위해 제시한 논문 출판지침서인 APA 양식(강진령, 2005: 11)이 일

반화되어 대부분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논문 구성의 바탕이 되고 있다. 연구 논문

은 일반적으로 IMRD(Instruction→Method→Result→Discussion)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Feak & Swales, 2011), 학위 논문은 서론․본론․결론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논문의 서론부(형식적으로 내용 앞부분)-본문부(논문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서론․

본론․결론 부분)-결론부의 구성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논문의 형식 구조는 삼단

구조로 제시될 수 있으나, 각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세부 구성은 다를 수 있다. 즉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마다 세부 구성이 다르고, 동일한 의사소통 목적을 지닌 공동

체라도 연구 문제의 성격과 연구 방법에 따라 논문의 구성이 달라진다. 따라서 학위

논문의 형식 구조는 고정된 틀이 아니라 학위 논문의 형식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준 틀로 보아야 한다. 학위 논문 지침서61)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위 논문의

형식 구조는 <표 Ⅲ-2>와 같다.

61) 고려대학교 출판부(2001), 건국대 논문작성법편찬위원회(2003), 원만희 외 5인(2012), 임인재 김

신영(2008), 서강대학교 교양국어 교재편찬위원회(2011), 박창원 김성원 정연경(2012) 등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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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세부 구성

서론 Ⅰ장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선행 연구 검토

연구 방법 및 대상

본론

Ⅱ장 이론적 배경(전제)

Ⅲ장 자료 분석 및 논의

Ⅳ장 교수・학습의 실제

결론 Ⅴ장 결론

<표 Ⅲ-2> 학위 논문 지침서에서 제시한 형식 구조

구조 세부 구성

서론부 서론

본론부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분석)

논의

결론부 결론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학위 논문 텍스트의 논리적 전

개가 서론, 본론, 결론의 삼단법을 지켜 장(章), 절(節), 항(項), 목(目)으로 세분된다

는 장르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의 장

르 지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에서 선호하는 일정한 형식과 구조, 내용을 생성해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례별 교육학 논문에 나타난 세부 구성은 연구 참여자가 속해 있

는 세부 전공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전체적인 구성은 대동소이하였다. 사례별 공

통적으로 확인되는 형식 구조는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초심본에 나타난 학위 논문 형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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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9]_천지아(FM)

연구자: 논문 구조나 형식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참여자: 세미나 할 때부터 대학원 선배들 논문 보면서 그건 많이 참고할 수 있었어

요. 뭐 여기에는 서론↗ 거기에 이론 배경↗ 이렇게 흐흐(웃음) 다른 사람들

쓴 거 보고 논문 구조를 따라서 했어요.

연구자: 논문 구조 파악은 어렵지 않았어요?

참여자: 네, 그건 그냥 다른 논문 보면 아는 거니까.

연구 참여자들은 세부 전공 영역이나 기술 분량에 따라 Ⅲ장의 자료 분석과 논의

를 함께 다루기도 하고 독립된 장인 Ⅲ장과 Ⅳ장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자료 분석과

논의를 나누어 구성한 경우 Ⅲ장에서 자료 분석에 대한 양상을 중심으로 기술하였고

Ⅳ장에서는 그러한 양상에 대한 해석을 이론적 관점에서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학위 논문의 전체 형식 구조에 대하여는 큰 어려움이 없이 파악

하였는데, 이는 연구 참여자 모두 학위 논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학원 수업이나 세

미나를 통해 같은 전공 영역의 학위 논문을 읽으며 학위 논문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의 [자료21]에서 얀몽(FM)은 어떻게 해야 하는 몰라서

우선 선배들의 논문을 많이 보고 그 형식을 따라서 했다는 진술과 같이 천지아(FM)

도 [자료49]에서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학위 논문의 형식 구조에 따라 목차를 구성

하는 것을 비교적 수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모두 학문 담화 공동체의

축적되고 공유된 지식인 학위 논문이 목차 구성에 있어서 참조 기준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사 과정의 짱이(FD)는 [자료23]에서 논문의 구조나 형식의 문제

를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 ‘항상 남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 ‘그냥 눈치를 보며’, ‘사실

아직까지도 모르겠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왕단(FD)도 [자료24]에서 동일 전

공으로 졸업한 선배들의 학위 논문을 읽으며 학위 논문의 특성에 대하여 ‘감은 잡는

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명확하지

않은 지식에 대한 불안함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외국인 유학생들이 명

확한 장르 지식이 아니라 모호한 지식으로 눈치와 감을 따라서 불확실 속에 학위 논

문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어적인 제약과 함께 논리에 대한 불

확실성이 가중되기 때문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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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논문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장르 지식의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각 장의

세부 구성과 관련하여 논리적 체계를 맞추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각 장의 체계는 형

식뿐만 아니라 절, 항, 목의 체계와 표제에서 사용한 용어의 위계를 고려하여 구성해

야 하는 것으로 내용의 논리적 흐름과도 연관이 있다. 그러나 [자료50]을 살펴보면

한국어가 비모어라는 점은 외국인 유학생이 인지적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가중될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문제에도 주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상에 드러나는 위계상의 문제는 명시적인

지식의 제공과 연습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자료50]_리티엣(FDT)

위의 [자료50]에서 리티엣(FDT)의 초심본 Ⅱ장의 2장의 1절의 목차의 표제가 ‘문

화의 개념과 문화교육’이라면 그 항은 ‘(1) 문화의 개념’, ‘(2) 문화 교육’으로 구성되

어야 논리적 흐름에 맞다. 그러나 (2)에서 ‘(2)문화 유형 분류 기준’이 목차의 제목으

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2장의 2절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절의 제목이 ‘문화 간 접촉과 문화적응 구조’라면 제목의 위계를 고려하여 항의 제

목을 ‘(1) 문화 간 접촉’, ‘(2) 문화적응 구조’로 제시해야 하지만 ‘(1) 문화 간 접촉’과

‘(2) 문화 적응’으로, ‘구조’를 생략하고 제시함으로써 논리적 위계가 맞지 않다.

그러나 [자료50]의 목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논리적 비위계성은 단순히 한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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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사고의 부족으로 치부할 사항이 아니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다른 연구

참여자들도 학위 논문 구조와 구성에 대한 명시적인 지식이 없이 다른 학위 논문 텍

스트에만 의존하여 학위 논문의 목차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은 교육적 처치가 시급

함을 알려준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가 모어가 아니라는 점은 외국인 유

학생이 논문의 논리적인 구조를 세우고 그에 대한 위계를 조정해 갈 때 인지적․심

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즉 학위 논문 작성과 같이 인

지적․심리적 압박이 큰 상황에서는 한국어가 하나의 익숙하지 않은 기호로 인식되

어 기본적인 논리적 사고에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위 논문의 거시 구

조에 대한 장르 지식은 학문 담화 공동체 안에 마련되어 있는 수업과 세미나와 논문

연구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스스로 일정 부분 형성해 나갈 수 있으나 세부적인

목차를 위계적으로 구조화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통

한 연습이 필요해 보인다.

③ 연구 목적과 필요성 기술하기

학술적 글쓰기 필자가 학위 논문의 내용을 논증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생산할 때 명확한 연구 문제62)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서론의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은 연구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하는 부분으로 필자의 연구 문제가 명확

하지 않으면 논증적으로 내용을 기술하기 어렵다. 서론의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귀

납적으로 제시할 것인지 연역적으로 제시할 것인지는 연구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예컨대 연구 문제가 매우 독창적이거나 새로운 경우에 필자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문 담화 공동체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연구 주제와 관련한 배경 설

명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다음 연구 목적을 밝히는 귀납적 기술 방식을 선택하기도

한다. 또는 첫 문장부터 연구의 목적을 명확하게 기술한 후 차례로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상술하는 연역적 기술 방식을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두 가지 기술 방식

모두 그 내용의 구성은 연구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논증적 구성이어야 한다.

그러나 [자료5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 에네스(FM)가 초심

본 서론에 기술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은 논증적 구성에서 벗어나 있다.

62) 연구 문제(research problem)를 연구 진술(research statement),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

연구 논점(research issue) 등의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김경호․차은진, 2012: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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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주제: 한국어 양태 부사 교육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한국과 터키는 경제적 · 문화적 교류가 증가하기에 터

키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어를 학습하려고 하는 인구가 많아지

고 있다. ➜ ① 한국과 터키의 교류 증가로 인한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터키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터

키가 (중략)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면서 시작하였다. 이 관계는 터키가 (중략)

참전함으로써 심원해졌다. ➜ ② 한국 정부와 학습자 국가와의 우호적 관계 배

경 설명 / 터키에서 한국어 교육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중략) 대학교 문과대

학 한국어문학과의 설립으로부터이다. 1998년까지 00대학교가 한국어 교육을 독

점하고 있었고 1998년에 공식적으로 에르지예스대학교에 한국어 문학과가 설립

되었다. 5년에 걸친 준비 단계가 끝나므로 2003-04학년에 학습자가 초음으로 입

학하였다. ➜ ③ 학습자 국가에서 한국어 교육의 시작 배경 기술

(전략) 에르지예스대학교 한국어문학과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 하

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육의 역사가 일천하기에 교육 목표와 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략) 내용을 바꾸므로 강의 내용의 일관성

이 낮다.

둘째, 터키인을 대상으로 하는 적당한 한국어 교재가 부재하다. 학습자들은 영

어권 학습자를 위해 만들어진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중략) 교재의 내용은 서로

일치하지 않아 ... 교시마다 정해진 다른 영역을 학습하고 있다.

셋째, 터키 국내의 교육 제도에 의한 문제이다. 터키에서 한 학기에 30명 이상

의 학습자가 입학하므로 교실 내에 학습자 수가 언어 교육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다. (중략) 한국어 학습 시간이 축소된다. ➜ ④ 학습자의 국가에서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의 일반적 문제점 기술

터키에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제가 상당한데 심각한 문제 중의 또 하나가 어

휘교육에 대한 접근이다. ➜ ⑤ 터키 내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의 심각함

의사소통을 할 때 어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재영 외(2005:

337)에서는 어휘는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중략) 또는

Richard(2000)는 어휘의 중요성에 대하여 어휘 능력이 대화 능력의 핵심이기 때

문에 (중략) 언어학 지식도 어휘의 중재 없이는 대화나 담론에 이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여 가스(Gass)는 (중략) 어휘적 오류는 의사소통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 ⑥ 권위자를 인용하여 어휘의 중요성 강조 /

[자료51]_에네스(F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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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어휘의 중요성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어휘교육의 중요성은 인정받지 못

하고 있다. (중략)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아 어휘 교육의 상당 부분은 사전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⑦

어휘 교육의 낮은 위상

어휘의 의미만을 안다는 것은 어휘를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것

하고는 다르다. 왜냐하면 어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학습자가 모국어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어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학습자가 오류를 범하

기 쉽다. 특히 터키어와 한국어 어휘 체계를 비교하면 (중략)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터키어는 다의어가 많은 언어로서 (중략) 터키인 외국인 유학생을 위

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어휘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 ⑧ 터키인 외국인

유학생대상의 어휘 교육의 필요성

부사는 일반적으로 체언 이외의 여러 문장 성분을 수식하는 낱말을 말하며 한

국어 어휘 체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사의 하위분류인 양태부사는 서

술용언에 대하여 화자의 다양한 심리적 태도를 가의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양

태부사는 다른 성분들과 호응관계를 지녀 화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

할을 한다. (후략) ➜ ⑨ 연구 주제인 양태 부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술

시작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첫째, (중략)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

고 둘째, 터키인 학습자의 한국어 양태부사 사용 양상을 알아보며 셋째, 터키인

학습자를 위해 양태부사교육 내용을 구성하며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모적을 두고 있다. ➜ ⑩ 구체적인 연구 문제 기술

연구 참여자 에네스(FM)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부분을 다섯 장 분량으로 기술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연구 주제인 터키인을 위한 양태부사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

련이 있는 내용 기술은 매우 소략하다. [자료51]에서 10개의 화제로 나누어진 단락을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①부터 ④까지는 어휘 교육과 상관없는 내용이다. 즉 한국

어 양태부사 교육이라는 연구의 필요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연구의 필요성

을 위한 기술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와 같은 논증적 구성에서 벗어난 기술은 다른 외국인 유학생의 학술적 글쓰기에

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연구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터키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상당 부분 기술하여 서론의 ‘연구의 목

적과 필요성’에서 강조해야 하는 연구 문제를 논증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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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소수였을 때는 이들이 다루고자 하는 연

구 주제에 대한 희소성을 인정받았고 한국어 교육 담화 공동체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국가에 대한 정보와 해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에 대한 기술에도 높

은 관심을 보였다. 정보 자체의 희소성으로 인해 그러한 내용이 연구의 목적과 필요

성의 응집성을 떨어뜨린다고 할지라도 허용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급격

하게 증가한 학문 목적 외국인 유학생의 수63)가 말해주듯이 동일 모어 배경의 외국

인 대학원생들이 많아지면서 유사한 연구 주제를 다루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

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서론의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의 내용 구성에서 서로 모방하

듯 비슷하게 구성해 왔던 자국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기술은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연구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면 생략해야 하

고 연구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논거 제시로 내용을 논증적으로

구성해 나가야 한다.

④ 선행 연구 기술하기

연구 주제에 따라서 검색하여 살펴봐야 하는 관련 선행연구의 양이 달라질 수 있

다. 어떤 연구 영역은 관련 선행 연구가 많을 수도 있고 특정 영역은 선행 연구가

비교적 적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선행 연구를 검토해 나가는 것

자체는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연구 주제

가 속한 상위 연구 영역을 찾는 것, 즉 관련 연구 영역의 추상화의 수준의 범위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김경호․차은진(2012: 138)에서는 “자신의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선행 연구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

적한다. 선행 연구가 비교적 적은 연구 주제라고 할지라도 그 주제가 속한 선행 연

구의 범위를 보다 상위의 범위로 넓혀 즉, 그 추상화 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검색

대상을 찾아갈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위 논문 주제의 영역과 관련 있는 선행 연구의 범위를 정하

여 검색하고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 내용을 연구자의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논증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는 자

신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선행 연구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한

63) 교육통계서비스(http://std.kedi.re.kr/index)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수(석・박사 합계)는 24,160명으로 지난 10년 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2005년 5,742명과 비교하여 약 4.2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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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52] 초고 텍스트에 나타난 선행연구 관련 목차

천지아(FM)의 연구 주제

이메일 공손 표현 교육 연구

장루이(FM)의 연구 주제

한국어 불평 화행 교육 연구

2. 선행 연구

2.1. 한국어 공손 (표현)에 관한 연구

2.2. 중국어 공손 (표현)에 관한 연구

2.3. 이메일 공손 (표현)에 관한 연구

2. 선행 연구

2.1. 한국어 불평 화행 연구

2.2. 한국어 외 언어의 불평 화행 연구

2.1. 한국어 공손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어 공손 표현에 관한 박사학위논문도 늘고 있으며, 허상희(2010, 2012),

엄진숙(2014), 윤정화(2014) 및 정미진(2014) 등이 그 사례이다. 더불어 언어권

별로 한국어 공손표현과의 비교 대조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허상희(2010, 2012)는 …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 복합적 작용 결과라고

보았다.

엄진숙(2014)은 … 상황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윤정화(2014)는 … 공손 표현을 분석하였다.

정미진(2014)은 설문지를 통해 … 내용을 제시하였다.

언어권별로 보자면, 중국어와의 비교 대조 연구에는 김정은(2010), 朴錦海

(2010), 왕경(2015) … 등이 있다.

그 중 이은희(2013)는 … 공손 표현 교육을 연구하였다. 그는 … 대조하여 분

데 이를 위해 필자는 자신의 연구 관점에서 선행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고 논의해야

한다. 선행 연구의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여 정리, 기술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구 문제

와의 관계를 밝히는 논증의 측면에서 다루기 위해서 연구 관점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선행 연구와 연구 문제의 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초고 텍스트에 나타난 연구사 정리를 살펴보면 크게 선행

연구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나열하거나 아니면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간략하

게 의의나 제한점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자료52], [자

료53], [자료5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53_천지아(F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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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 제언을 하였다.

이크나티예바 옥사나(2014)는 … 표현 교육을 연구하였다. 저자는 … 요청 문

화를 강조하였다. 설문조사를 근거로 …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

화행 방식을 도출하였다.

그밖에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난 공손 표현에 대한 연구는 김율희(2011)를 뽑

을 수 있다. 그는 … 한국어 공손 표현 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한국

어 공손 표현에 대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2.1. 한국어 불평 화행 연구

연구 목적에 따라 선행 연구는 크게 한국어 학습자 불평 화행 인식 연구, 한

국어 불평 화행 언어적 특징이나 유형화 연구, 그리고 한국어 불평 화행과 다

른 언어권 대조 및 학습자 중간언어 연구,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국어 학습자 불평 화행 인식 연구는 홍승아(2010), Luk Yun Tsz,

L(2014) 두 편이 있다.

홍승아(2010)는 … 연구하였다. 거주 기간에 따른 … 분석하였다. 이는 … 조

사하는 데 의의가 있다.

Luk Yun Tsz, L(2014)에서는 … 인식조사를 하였다. … 유의미한 차이가 없

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가 학습 환경과 화행인식을 같이 다루는 데에 의

의가 있지만 조사대상으로 학습자 집단 각 15명만을 다루었다는 점과 … 조건

이 연구 결과에 미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 불평 화행 언어적 특징이나 유형화와 관련한 연구로는 강현화

& 황미연(2009), 이민정(2010), 상일화(2014), 유형(2015) 네 편의 연구가 있다.

강현화 & 황미연(2009)에서는 …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직접적인

불평전략과 간접적인 불평전략을 구분하고 … 한국어 화행 교육에 바탕이 되

는 자료를 만들었다.

이민정(2010)은 … 연구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실제 담화에서 자주 사

용하는 … 전략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 전략을 토대로 교육 내용을 구성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상일화(2014)는 … 제시하였다. … 불평 화행 전략뿐만 아니라 전략에 맞는

언어 표현 및 전략에 작용하는 사회적 변인을 함께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다만, 이 연구는 … 자료를 제공하지만 설계한 교수 모형을 … 적용

[자료54]_장루이(F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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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유연(2015)에서는 … 체면 위협 행위로 보았다. … 분류하였다. 그리고 구체적

인 실현 방식을 위계화하기 위해 …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 기초자료를 삼

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중략)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달리 … 단순히 대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양상을

같이 분석할 것이다. 본고는 실제 조사 양상을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를 위해 효율적인 한국어 화행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위의 [자료52]에서 제시한 선행 연구 목차를 살펴보면 두 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본인의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상위 범주 내에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실제 기술한 선행 연구의 내용을 논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장루이(FM)가 천지아

(FM)에 비하여 좀 더 논증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료53]에서

천지아의 선행 연구에는 ‘진행하다, 보다, 검토하다, 분석하다, 제시하다, 연구하다, 제

언하다, 강조하다, 지적하다, 도출하다’ 등의 다양한 어휘가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나열하는 것에서 그쳐 연구 주제와 관련된 실제적

인 논의가 생략되어 있다. ‘한국어 공손 표현에 관한 연구’에 대한 마지막 단락에서

도 선행 연구를 통해 연구 문제가 차별화되는 지점을 드러내거나 초점화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히 앞의 내용에서 다루지 못한 김율희(2011)의 연구를

요약하여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선행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이에 반해 [자료54]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장루이(FM)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는 선행 연구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고 각 유형을 논증 표지인 ‘첫

째’, ‘둘째’, ‘셋째’ 등을 사용하여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술의 방식도 단순하게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 등을 찾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기술의 마지막 단락에서 본인의 연구 주제가 선행 연구의 결과

에서 더 나아가 살펴보고자 하는 점과 모색하고자 하는 바를 덧붙여 논증적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 [자료55]를 살펴보면 천지아(FM)도 자신이 연구사 내용을 기술할 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논의의 방식을

알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 절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형식 구조를 만들고 세부 구성을 진행하는 양상에 대한 논의와 같은 문제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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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55]_천지아(FM)

연구자: 선행 연구 검토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참여자: 사실 저는 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정확한 방법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저

예전에 제가 완벽주의 이런 거 있어서 꼭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

는지 그리고 볼 때도 다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앞에 조금 초록 같

은 거 봐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쭉쭉 다 읽기는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서머라이즈↗ 이렇게 요약하고. 근데 너무 시간 많이 걸린 것 같

아요.

연구자: 선행 연구를 쓸 때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했어요? 나열하듯이↗ 연

구자의 관점에서 연구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넣지 않고 그냥 연

도별이나 주제로 분류해서 내용 요약만↗

참여자: 네네, 맞아요. 제가 조금 유형화해서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하는 것만 해

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쓴 논문 다 잘 쓴 거 같아서 제가 비

판 못 해요. 제가‥아쉬운 점 찾을 수 없었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

는데 전 못 했어요. 그래서 지도 교수님께서 이 부분 지적하셨어요. 아니

이거 논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논의를 안 하고 내용 정리만 했다고.

다. 즉 형식 구조와 세부 내용을 구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선행 연구를 기술할 때도

명확한 지식 없이 학문 담화 공동체의 학위 논문 텍스트의 기술 방식과 구성을 단순

히 참조하여 모방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로 보인다.

위의 [자료55]를 보면 천지아(FM)가 선행 연구를 성실하게 읽고 연도와 주제별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서도 논의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선행 연구에서 비판할 점

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심층 면담을 통해 천지아가 논의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첫째, 선행 연구의 권위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그 비판적인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하

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술적 글쓰기에서 논증적 글쓰

기가 가능하려면 연구 영역에서 자신이 밝히고자 하는 명확한 연구 문제가 필요한데

이 연구 문제가 아직 초점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선행 연구에서 논의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연구 주제에 대

한 분명한 확신과 관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제에 대한 명확한 연구문제와 비판

적인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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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56]_황밍(FM)

연구자: 한국어로 초고 텍스트를 쓰기 시작할 때 뭐가 제일 힘들다고 느꼈어요?

참여자: 초심본까지는 우선 제가 써야 하잖아요. 한국인 대학원생들은 바쁘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말해야 하니까 초심본까지 도움 많지 않고↘ (제가) 썼어

요. 논문은 다 어려웠지만 학위 논문에 맞게 문법 생각하면서 문장 만드는

거 그거 제일 어려웠어요.

[자료57]_리티엣(FD)

연구자: 그럼 석사 때 학위 논문 쓰기 해 봤어요?

참여자: 네, 베트남 어로는 논문 써 본 적 없는데 한국어로는 썼어요. 베트남 어로는

발표나 소논문은 베트남 어로 쓴 적 있어요. 근데 저 너무 힘들어요. 한국말

로 쓰는 거. 너무 힘들어. 그게 문장을 쓰긴 쓸 수 있는데 그 문장이 고급 문

장이 아니라서 수준이 하하(웃음). 머리에서 계속 내용이 생각나는데 그걸 문

법까지 생각하면서 써야 하니까 진짜 죽을 것처럼 힘들었어요.

(3) 학술적 텍스트 표현 측면

① 표현의 제약과 맞서기

외국인 유학생은 본격적으로 한국어 학위 논문을 써가면서 지속되는 모어의 간섭

과 맞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어의 간섭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오류를 피하

기 위해 노력하는 지점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제이언어 사용자임을 절감하

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 글쓰기를 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것은 본질적

으로 모어가 아닌 제이언어의 사용에서 오는 불편함일 수도 있고 학습자의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기존 지식의 간섭에서 오는 불편함일 수도 있다. 첫 번째 불편함은

모어가 아닌 다른 언어, 즉 제이언어나 외국어로 글을 써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겪게 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두 번째 불편함은 학술적 글쓰기 경험의 순서

에 대한 문제로 외국인 유학생이 어떤 언어로 먼저 학술적 글쓰기 지식과 경험을 형

성하였느냐와 관련된다. 특히 모어로 모두 학술적 글쓰기 경험과 지식이 있는 박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의 경우 기존 경험의 간섭으로 인한 어려움을 진술하였다.

첫 번째 경우 관련하여 황밍(FM), 장루이(FM), 리티엣(FD), 왕단(FD)은 학위 논

문을 작성할 때 모어가 아닌 한국어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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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인 연구 참여자 황밍(FM)과 리티엣(FD)은 모두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한국어로 문법에 맞는 문장을 구성해 내는 점이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쓰고 싶은

내용이 떠오르지만 그것을 장르에 맞는 한국어 문법과 표현을 고려하여 써내는 것,

즉 내용을 생성해 내는 것과 그것을 언어로 기술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알

려준다. 이러한 내용 생성과 언어 표현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

을 제이언어 필자로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제이언어 작문 연구에서는 필자가 어떤 언어로 먼저 주제(내용) 지식을 형성하였

느냐에 따라 작문을 할 때 활성화되는 언어도 달라진다고 밝히고 있다(Friedlander,

1990). 즉 제이언어 필자가 모어인 제일언어로 형성한 주제 지식에 대한 작문을 할

때는 제일언어가 활성화되고, 제이언어로 형성한 주제 지식에 대한 작문을 할 때는

제이언어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제이언어 필자가 작문을 할 때 제일언어로

내용을 생성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모어를 의지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작

문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이언어 필자의 작문을 개선시키는 데 유용하다

는 연구 결과도 있다(Cumming, 1987). 이들의 연구 결과가 작문의 특수한 어떤 지점

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인정하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글쓰기의 양상이 드러나는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은 하나의 단순화된 결론으로는 설명해낼 수 없는 것이 많다.

예컨대 분명 제이언어 필자가 내용을 생성할 때 인지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자신의

모어를 활성화하는 지점도 존재하나 황밍(FM)과 리티엣(FD)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이언어 필자가 내용을 풍부하게 생성해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글로 옮기

고자 할 때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부딪혀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언어 구조나

형태 등의 언어상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모어 화자의 경우도 머릿속에 구상한 내용을

자신의 표현 의도대로 써내고자 할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언어의 문제를

떠나서 내용을 구상하는 것과 쓰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로 글을 쓸 때 더 큰 인지적

부담을 겪기 때문이다. 위의 [자료57]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리티엣(FD)은 베트남

에서 한국어 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한국어 학술적 글쓰기 지식도 많았으나 학위 논

문의 내용을 생성할 때, 즉 인지적 부담을 무릅써야 하는 그 순간들을 “진짜 죽을

것처럼 힘들었어요.”라는 표현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루이(FM)와 왕단(FD)도 학위 논문의 초고 텍스트를 생산할 때 비모어 화

자로서 겪는 답답함을 [자료58]과 [자료59]에서와 같이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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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59]_왕단(FD)

참여자: 그 표현이 참 부족해요. 말랐어요. 전문 용어를 필요할 때 확실하게 그 뭔

가 마음속에 모호한 게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모호한 게 이걸 한국어로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고‥ 뭐뭐 어져있다 뭐 그 중간에 띄어쓰기 그리고

뭐 괴로왔다인지 괴로웠다인지 그 묘하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

는 모든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를 해야 하는 학문을 하고 있으니까. 제 묘사

가 담백해요. 하하(웃음) 아, 나 좀 더 그때 드라마처럼 느낀 것이 글로 읽

을 때는 뭔가 미지근한 느낌 전달이 안 되는‥뭔가 칼라가 부족한 느낌↗

[자료58]_장루이(FM)

연구자: 본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논문을 쓰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뭔지 말해 주세요.

참여자: 언어적인 부분이요. 사실 중국어로 쓰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중국어로 논문을

쓰면 다른 중국어 학위 논문을 보고 학술적인 용어나 필요한 지식을 빨리 이

해할 수 있어요. 그 논문이 중국어니까 빨리 읽을 수 있고 이해도 빨리 빨리

하고 더 빨리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어로는 자꾸 틀리니까 이

한국어 문장이‥이 문장 전체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인데 다시 봐도 제가 정확

하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어 문장은 제가 다시 보면 뭐가 틀렸는지

보이니까 스스로 고칠 수 있어요. 한국어 문장은 제가 고쳐서 확신할 수 없으

니까 다른 사람 도움이 꼭 필요해요.

[자료58]에서 장루이(FM)는 한국어로 텍스트를 생산할 때 문장이 뭔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러 번 다시 검토하여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없으며 비록 바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수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연구 참

여자들은 학위 논문을 진행해 가는 각 지점마다 겪은 어려움에 대한 연구자의 반복

되는 질문에 학위 논문을 진행하는 단계에 따라 다른 층위의 답변을 하였다. 즉 초

고 생성을 준비하는 초반에는 제이언어 필자라는 특성에서 어려움을 찾다가 점차 학

술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필자,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 수행자로서의 어려움으로 옮겨

가며 주목하는 어려움의 지점들이 달라졌으나 장루이의 경우는 학위 논문이 마무리

되는 지점에서도 일관되게 한국어로 논문을 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고 언급

하였다. 위의 [자료59]에서와 같이 왕단(FD)도 비모어인 한국어로 학위 논문 텍스트

를 쓰는 것에 대하여 ‘표현이 부족하다’ ‘말랐다’, ‘모호하다’, ‘묘하게 잘 모를 때가 있

다’, ‘묘사가 담백하다’, ‘미지근한 느낌이다’, ‘칼라가 부족하다’ 등의 표현으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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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60]_켄토(FD)

참여자: 내가 이번에 한국어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일본어와의 차이점을 좀

많이 느끼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사람

들 특히 한국어 교육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많이 하는 소린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뭐뭐 해야 한다라든가 이게 교육 논문인데 교육 논문에서 만약

에 예를 들어 말하면 뭐 학생들에게 입력을 많이 시켜야 한다든가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 논문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일본말로 생각하면 그런 표현들은 되게 직선적이고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표현이거든.

연구자: 아‥그래요?

참여자: 필자의 판단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표현을 피하지는 않는데 근데 한국

어로 쓸 때는 코드 스위칭 있잖아↗ 그래서 한국어로 쓸 때는 한국식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쓰면서 계속 불편한 거야.

연구자: 아‥그랬구나. 그러니까 일본어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수동 표현을 선호한

다는 거죠?

참여자: 음‥그렇지. 음‥그게 일본말로는 수동이 아니더라도 한국어로 표현하려면

그니까 돌려서 말해야 하니까 한국어로는 수동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니

까 뭐뭐라고 판단된다, 여겨진다↘ 여겨진다라든가 뭐 발견되었다 이런 식

으로. 발견했다가 아니라‥그니까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지. 그니까 그게

나만 그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했다 발견했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게 생각되고 판단된다고 연구의 객관성을 강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판단된다라고 쓰는 거야.

로 문장을 섬세하게 표현해 내지 못하는 비모어 화자의 답답함을 표출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 즉 기존 모어에서의 학술적 글쓰기 지식이 현재 다른 언

어로 글쓰기를 수행할 때 주는 불편함의 경우는 [자료6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자료60]에서 켄토(FD)는 모어인 일본어로뿐만 아니라 한국어로도 학술적 글

쓰기 경험이 풍부하여 두 언어의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기대하는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장르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학위 논문은 학술 논문에 비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호흡이 긴 글쓰기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로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기존 학술적 글쓰기 경험과 지식이 간섭할 여지가 많아진다. 켄토는 한국

어 학위 논문의 전체 구조를 체계화하고 그 세부 형식 내용을 구성하는 데는 큰 어

려움이 없었으며 한국어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선호하는 학술적 표현과 문장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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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 학위 논문 텍스트에서 자료 분석에 대한 기술과 논의에

서 연구자의 확신성과 능동적인 판단을 단호하게 나타내야 할 때 불편하고 어색하였

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일본어 학술적 텍스트에서는 연구자의 행위와 판단의 능동성

을 강조하기보다 대상을 주어로 내세워 그러한 기술이 연구자 한 사람만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성을 확보한 결과임을 강조하고자 할 때 오히려 피동 표현으로

문장을 기술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켄토(FD)는 기존 일본어에서의 학술적 문

체에 대한 익숙함이 한국어 학위 논문 텍스트 작성에서는 낯섦으로 작용하여 한국어

학위 논문 텍스트에서 필자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즉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텍스트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드러내는 것이 지속적으로 불편하였고 밝혔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모어의 간섭이든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기존

경험과 지식의 간섭이든 자신의 제이언어 사용자로서의 필자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직면해야 하고 그로 인한 불편함과 답답함, 낯섦을 견디어 나가며 장문의 학위 논문

텍스트를 생산해 내야 한다. 플라워와 헤이즈(Flower and Hayes, 1981)가 모어 학습

자의 작문에 대해서 전개 과정(evolving process)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는

데 이는 비단 모어 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제약이라는 한계 속에

서 직면하게 되는 인지적 부담을 무릅써야만 초고 텍스트 생산이 가능한 외국인 유

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초

고 텍스트 생산은 제이언어라는 제약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한국어 모어 화자의

텍스트에 비해 불완전한 요소를 더 많이 안고 있지만 각 문제들을 과제로 인식하며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텍스트의 질적인 변화도 더 크다는

특징이 잇다.

② 내용 생성에 유리한 언어 사용하기

앞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제이언어 사용 필자로서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

는 여러 언어적, 인지적, 정의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언어 교환 친구를 구하

기나 참고 문헌의 언어를 파악하기 등 나름의 해결 방법이나 전략을 세워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초심본을 작성할 때 본인에게 유리한 언어에 의

존하여 내용을 생성하는 것도 제이언어 사용자인 연구 참여자들에게 나타나는 주요

한 양상으로 판단되었다. 천지아(FM), 리티엣(FD), 왕단(FD)의 경우 모두 자신의 모

어가 아닌 주로 한국어에 기대어 내용 생성을 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다음 자료들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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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62]_리티엣(FD)

연구자: 논문 쓸 때 모국어로 전환해서 사고했어요?

참여자: 사실은 베트남 어로 생각 잘 안 했어요. 거의 다 한국어로

연구자: 그래요↗ 다 한국어로↗

참여자: 다는 아니고 대부분 한국어로‥ 잘 안 써지거나 뭔가 깊이 생각해야 할 때

[자료61]_천지아(FM)

연구자: 논문을 쓸 때 모국어 의존도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중국어로 내용을 생각하고

썼어요?

참여자: 아, 제 모국어로요↗

연구자: 처음부터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만 썼는지, 아니면 생각은 중국어로 하

고 그걸 번역해서 중국어로 썼는지 알고 싶어요.

참여자: 저는 모국어‥물론 모국어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저 다 한국어로부터 시작

하고 한국어로 쓰고 그랬어요.

연구자: 모어로 생각을 전환해서 논문을 쓸 때 없었어요?

참여자: 음‥있어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연구자: 논문을 쓸 때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자신의 모어의 도움을 많

이 받을 것 같은데‥

참여자: 물론 그런 유학생도 있어요. 제 친구도 영어과에서 영어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일단은 중국어로 다 쓰고 나서 그 다음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연구자: 근데 천지아는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한국어가 그만큼 편할 정도의 수준이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참여자: 음‥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국에서 한국어과에서 학부생 학위 논문을 썼을 때

중국어로 일단 썼어요. 하하(웃음)

연구자: 한국 사람도 영문 초록 쓸 때 먼저 국문 초록을 쓰고 그 다음 그걸 번역한다

고 생각하고 영어로 옮기거든요.

참여자: 네네, 저도 영문초록은 아직 쓰지 않았지만 우선 한국어로 쓰고 번역할 계획

이에요. 영어 잘 못해서 하하(웃음)

연구자: 그러니까요. 근데 중국어는 학위 논문 쓸 때 어떤 간섭이 있었는지‥

참여자: 근데 논문 쓸 때는 중국어 생각을 거의 안 했어요. 거의 한국어로만‥ 물론

제가 참조한 선행 연구에서는 중국어로 된 논문도 있어요. 열 편↗ 아니 스무

편‥

연구자: 그거 읽을 때 중국어가↗

참여자: 네네, 중국어로 된 참고 문헌 읽을 때 중국어가 모국어니까 빨리 읽히고 중국

어가 떠오르지만 대부분의 참고 문헌이 다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국어 참조 문헌을 읽을 때는 더더욱 중국어를 생각하지 않고↗ 한국어에만

계속 집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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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아니지만 조금 베트남 어로 생각할 때 있어요.

연구자: 자료는요↗ 자료는 베트남 어 되어 있잖아요↘

참여자: 네, 자료는 다 베트남 어로 되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다 번역해 놓고 그 자

료를 보고 다시 정리해요(√정리했어요).

연구자: 그러니까 베트남 어로 써 있는 거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했다고요↗

참여자: 우선 일단은 먼저 베트남 어로 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만 딱 잘라내서 그 부

분만 한국어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베트남 어를 거의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

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문장 하나하나 만드는 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음‥

제가 그래서 베트남 어로 써 놓고 번역할까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한국어로 쓰기는 썼는데 그러니까 참고 자료를 다 한국어로 된 걸 읽

으니까 그게 자동으로 문헌들이 다 한국어니까 또한 제가 (소논문을) 또 썼잖

아요. 근데 제가 쓴 게 베트남 어로 된 게 없어 가지고 뭐 서론 부분이나 이

론 부분이나 그런 거 다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연구자: 아 읽은 논문이나 소논문이 다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참여자: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베트남 어로 생각하고 정리하고 쓰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있기는 있지만 생각날 정도는 아니에요.

분명 외국인 유학생인 연구 참여자들이 학위 논문을 쓸 때 그들의 모어의 개입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그러나 [자료61]과 [자료62]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천지

아(FM)와 리티엣(FD)은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한국어로 시작하고 한국어로 생각하

여 그것을 표현해 내고자 한국어 자체에 집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커민스(Cummins,

1981)는 제일언어와 제이언어 사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인지적․학술적 숙련도가

있으며 이러한 숙련도에 의해 언어 간에 읽기․쓰기 능력의 전이가 가능하다고 주장

하였다. 단 이러한 능력의 전이는 개인이 인지적으로 그 언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숙련도의 문지방 등급(Threshold level)64) 이상일 경우에 가능함을 제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커민스가 제시한 언어 간 문어 능력의 전이 가설에 기

대어 설명해 보면,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모어 영향에서 벗어나 한국어로 내용을

생성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충분한 한국어 능력과 문어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

을 설명하여 준다. 한국어 문지방 등급 이상의 능력을 확보한 천지아(FM)는 한국어

로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인지적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어에 집중이 가능하였

으나, 영어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밝혔다. 즉 영어는 한계 수준 이상의 능력을 확보하

지 못하였기에 영문 초록을 작성할 때 더 편한 한국어로 작성해 놓고 번역을 계획하

64) ‘Threshold level’을 언어의 한계 수준, 한계 등급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도 하나 이 연구에

서는 최정순(2006)에서 번역하여 제시한 ‘문지방 등급’을 따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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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63]_왕단(FD)
연구자: 논문을 쓸 때 모국어 의존도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중국어로 생각하고 쓰고

그랬어요?

참여자: 음-일차적으로 중국어는 떠올라요.

연구자: 그럼 논문을 쓸 때 사고를 모국어로 하는 거예요?

참여자: 어, 절반 절반 정도↗

연구자: 그럼 언제 모국어로 사고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 만약에 이 사물에 대한 묘사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풍부한 묘사의

한국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모국어로 우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직

관적으로 보이는 것이 한국말로 그냥 표현하기 쉬운 거는 그대로 나오고요.

였던 것이다. 또한 천지아가 대학교 때 보고서 수준의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도 우

선 모어인 중국어로 작성해 놓은 후 한국어로 번역을 시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

명이 가능하다. 이때 천지아의 한국어 능력은 지금의 수준보다는 낮았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자료 62]에서 리티엣(FD)이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학위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확보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한국어 자

체로 사고하고 그것을 표현해 내는 것이 괴로울 정도로 힘든 일임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한국어 능력 외에 한국어로의 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다른 요인이 있었는데, 그

것은 바로 한국어로 된 참고 문헌과 자료였다. 즉 내용을 생성해 내기 위해 읽는 자

료의 언어가 연구 참여자의 모어가 아닌 한국어라는 점이 이들을 더욱 한국어로 집

중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고, 이것을 다른 맥락에서 살펴보면 결국 한국어가 연구

참여자들의 학위 논문과 관련한 주제 지식을 생성해준 언어였기에 한국어에 기대어

사고하는 것이 이들의 내용 생성에 더 유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리티엣의 경

우 처음에 한국어로 학위 논문을 쓰는 것이 힘이 들어 자신의 모어인 베트남 어로

내용을 생성해 놓고 그것을 번역하려다 시간상의 이유로 포기였다고 밝혔다. 이는

리티엣이 참고하여 내용 생성에 도움을 받고자 한 문헌 자료나 과거 학술지에 투고

한 소논문까지 모두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기에 한국어에 직접적으로 기대어 내용 생

성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한편 왕단(FD)은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자신의 모어인 중국어가 일차적으로 떠

오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자료63]에서 밝히고 있다. 내용 생성을 위해 사고를

할 때도 모어인 중국어와 한국어 사이를 오가게 되는데, 중국어로 사고가 이루어지

는 경우는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사고가 필요한 내용을 다룰 때와 한국어보다 중국어

로 먼저 더 적절하게 맞아떨어지는 표현이 바로 떠올랐을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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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중간 중간 이 단어 중국말로 하면 적절한 딱 맞는 게 있는데 근데

한국말에는 없다‥ 근데 이걸 억지로 한국말로 바꿀려니까 문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감 차이? 어감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같은 감정 표현도 꽤

묘하게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한국말로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답답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원고를 중국어로 써 가지고 한국말로 번역하

면 되게 이상한 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연구자: 네, 맞아요.

참여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박한 글↗

연구자: 아, 우선 한국어로 우선 쉽게 쓰고 그 다음 풍부하게 살을 붙이는 방식요↗

참여자: 네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글 쓰는 데 제가 어려운 점은 복잡한 상황을 서술

할 때 그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장이 길어지면 중간에 어디

서 끊기고 그게 계속 보면 자기가 쓴 글도 이상하게 느껴져요. 특히 철학 부

분 쓸 때는 알아요. 난 이런 뜻으로 썼다 그런데 두 번째 이튿날에 보면 아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구절 중간에 다른 내용을 바꿀려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연구자: 그럼 만약 그 글을 중국어로 썼다면?

참여자: 훨씬 더 쉽게 내가 뭘 쓰려고 했는지를 찾는 게 그리고 중국어는 영어랑 비

슷한 부분이 있어요. 포인트부터 써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글이라도 짧게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어감상 문제 때문에 한국말로 바뀔 때는 길어질 수밖

에 없는데 근데 그‥무엇을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대상을 앞에 두는지 아니면

주어를 앞에 두는지 그게 되게 묘하게 어감상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한 긴 문장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길어서 길어서

뭐 좋은 게 없어요. 알아 쉽게(√알아보기 쉽게)‥누가 봐도 뭐라(√무슨) 뜻

인지 알게(√알기 쉽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연구자: 우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명확하게 표현하려고 짧게 짧게↗

참여자: 네, 한국어로 어떻게 짧고 명료하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명확하게 쓸

수 있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기술이 부족하게(√부족해서) 어떻게 써

야 할지 모를 때 가로를 뒤에다 붙여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뒤에다 붙인다 이렇게 하고. 하지만 우선 일차

적으로 절대 모국어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나라의 언어 한국어로 생각하

되 짤막하게 포인트부터

위의 [자료63]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왕단(FD)은 경험적으로 중국어로 철학

적인 사고를 거쳐 그 내용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글을 쓸 때 자신이

의도한 대로 잘 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왕단은 자신의 모

어에 기대지 않고 한국어로 사고를 하려고 노력한 후 우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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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의미 전달에 초점을 두어 짧은 문장으로 기술하는 전략을 세웠다. 왕단은 모

어인 중국어로 사고한 내용을 번역을 거쳐 한국어로 옮겼을 때 문장이 길어지면서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한국어에

직접적으로 기대어 생각하고 그 내용을 바로 한국어 문장으로 짧고 명료하게 표현해

내는 것이 내용 생성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제이언어 사용자인 연구 참여자들은 학위 논문 내용을 생성해내고자 모

어와 한국어에 기대는 지점들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

어로 사고하고 직접적으로 내용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지점은 첫째, 문지방

등급 이상의 유창한 한국어 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때와 둘째, 내용 지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 언어가 한국어일 때로 보인다. 그러나 제이언어 사용 필자가 인지적

부담이 큰 철학적인 사고를 거칠 때 자신의 모어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 모어

의 영향 속에 생성된 내용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옮길 때는 부자연스러운 한국

어 문장이 생성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연구 참여자 왕단과 같이 한국어에 집중

하여 내용을 생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왕단은 전달하고자 하는 명확한 의미

에 집중하여 한국어 단문으로 작성하고 후에 내용을 추가하여 설명을 보충하는 방식

의 전략을 취하였다.

3) 수정 및 정교화하기

(1) 연구 수행 측면

① 연구자로서의 주체성 발휘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학위 논문에 대하여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공유하고 있는 장르

지식을 형성하고 있고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선행 학위 논문에 의존하여 내용 생성

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학위 논문의 논증적 성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 처음부터

정합적인 이론의 틀을 갖추어 자료를 분석하고 논증적으로 그 결과를 논하는 것은

전문적인 연구자가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따

라 살펴본 바와 같이 학위 논문은 각 단계마다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는데 내용을 생성하는 단계에서는 우선 전체 자료를 고찰하며 자료의 특징을 파악

하고 그것을 유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한다. 그러나 정합적 이론의 틀이 단번

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선행 연구에 기대어 분석 틀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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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64]_천지아(FM)

연구자: 초심 전에 지도 선생님한테 다녀왔어요? 초심본에 대해서 어떤 지도를 받았어

요?

참여자: 3장에서 자료를 나열하기만 하면 논문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합칠 수 있는

부분은 합치고 한 부분에 논의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연구자: 3장 자료 분석이 나열되어 있기만 해요↗

참여자: 네네, 제가 한 예마다 한 예시마다 제시하고 설명‥예시 어떠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근데 원래 한 종류의 것들을 다 합쳐서 한 번에 같이 하면 분량도

줄이고 그리고 좀 더 논문답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하(웃음)

연구자: 또 다른 심사위원들은요↗

참여자: 윤** 선생님께서는 양이 너무 많다고 문법적인 거 빼고 화용적인 것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지도 교수님께 여쭤 봤는데 음-그거 너무

양이 많아서 그래 줄이면 돼↘라고 하하(웃음) 이미 문법적인 거 분석한 게

아까워서 빼면‥ 하하(웃음) 하여튼 제가 열심히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

어요.

워 우선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보는 과정을 통해 이론을 수정하거나 자료 수집을 보

충해 가면서 연구를 순환적으로 진행하였다.

초고 생산하기 단계 중 연구 수행의 측면의 ‘자료 분석하기’에서 제시한 [자료55]

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천지아(FM)는 자료 분석의 결과를 유형화하지 못하고 열거

하는 방식으로 분석 결과를 기술하였다. 자료 분석에서의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천지아는 단기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선 내용을 생성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에서 보이는 모든 특징

들을 파악하여 세세하게 정리해 나갔다. 이러한 기술 방식으로 석사 학위 논문의 분

량으로는 상당히 많은, 280쪽에 달하는 초심본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도 교수

와의 면담과 심사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자료에서 의미 있는 공손 표현 양상만을 유

형화하여 제시하라는 수정 지시 사항을 받게 되었다. 이후 천지아는 내용 생성에 우

선 집중하여 처리할 수 없었던 장황한 기술들을 다시 검토하며 수정을 시도하였다.

특히 교육적 가치와 상관없이 세세하게 나열하여 기술한 양태 부분을 유형화할 수

있는 상위 범주로 묶고, 필요 없는 기술들을 삭제해 나갔다. 초심을 받은 직후 이루

어진 천지아와의 면담 내용은 [자료64]와 같다.

천지아(FM)는 초심 이후 논문의 분량을 100쪽 정도를 줄여 재심본을 180쪽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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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65]_천지아(FM)

연구자: 재심에서 지적 받은 사항들은 어떤 부분들이었어요?

참여자: 아까 그 김** 2014년 논문의 차별점하고↗ 중국어 이메일과 한국어 이메일의

공손 표현의 비교대조도 써야 된다고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에 한중 공손

표현 이것만 비교대조하고 이메일은 그냥 한국어 이메일만 특징이나 그런 거

썼는데‥

연구자: 그럼 중국어 이메일의 특징도 넣어야겠네요. 보충적으로↗

참여자: 네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음‥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모두 이런 의견을 제시하셔서‥그 다음에 또 어, 주로 이 세 개가 가장 큰 문

제점이고 그 다음에 통계 부분에 제가 사실 음-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보면↗

다 오류 분석만 하고 그냥 잘 쓰는 거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부적절한

거 아니면 분석하지 않았는데↗ 제가 일종의 시도로서 이거‥ 그냥 사용 양

상이니까 시도해 봤어요.

연구자: 아, 학습자가 잘 하는 거 못하는 거 다 보여준 거예요?

참여자: 네네, 그냥 잘 하는 거는 통계표 했는데 저도 사실 별로 의미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일종에 (시도) 이거 보면 학습자들이 이걸 아 쓰고 있다 이런 거만 알

수 있는데 뭐 의미 무슨 의미, 의의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교

수님들이 야 이거 통계 의미없다↘ 하하(웃음)

연구자: 그래서 빼라고 하셨어요?

참여자: 빼라고는 하지 않으셨는데↗ 음, 그냥 의미없다고 하셨어요. 음, 의미 있는 기

술을 넣어서 의미 있게 하고 싶은데 음, 제가 그 기술을 어떻게 할지 몰라

서‥

연구자: 방금 말한 것처럼 학습자가 잘 쓰고 있는 이 부분을 의미 있게 기술해주면

기존의 논문들에는 없는 차별화된 부분이기도 한데↘

참여자: 맞아맞아요. 중국인 학습자가 잘 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그

런 표현 방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의미 있게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냥 이런 거 있다 얼마나 있다 그죠 논의

로 마무리하여 제출하였다. 초심 이후 심사본을 수정해 가는 과정 중에 천지아는 3

장의 양상 기술을 위해 자신만의 세부 목차 구성을 시도하여 위계화하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었다. 위의 [자료64]를 살펴보면 천지아는 초심을 받을 때까지 전체 구성의

응집성을 떨어뜨리더라도 어렵게 생성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어려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초심본을 수정하며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 중 천지아는 연구자로

서의 주체성을 발휘하게 되었고, 이후로 자신이 생산해 낸 연구 결과물에 대하여 불

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논의를 추가해 가는 양상을 보였다. 재심 직후 바로 자리를

옮겨 이루어진 면담 내용은 [자료6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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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고.

연구자: 음, 결국 논문이라는 게 연구 문제에 맞게 자료를 가지고 논하는 건데‥

참여자: 맞아맞아요. 저는 주로 오류 부분에 분석을 조금 논의를 했는데↗ 그 양상 부

분에 대해 기술을 안 했어요. 좀 논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워낙 양이 많아서

더 이상 넣고 싶지도 않고

연구자: 아, 그냥 딱 현상만 제시했네요.

참여자: 네네, 하하(웃음) 이것도 보시면서 지적하셨는데 하하(웃음)

연구자: 같은 대상에 대조 차이로 문제점만 대조로- 여기 선생님이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못 알아보겠어요.

참여자: 네, 그게 어려워요. 뭐라고 쓰셨는지 알 수 없어서‥그냥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냥 이거 의미 없다고 그냥 이거는 수신자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것도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

냥 제 스스로는 일종의 시도 음-그냥 새로운 거 보여주는↗

연구자: 아, 이렇게 호칭 사용하는 거는 학습자가 잘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호칭은 너무 간단한 거니까‥아, 엄청 세부적으로 나눠서 각각 쪼갰네요. 호

칭, 직함, 이름 이 정도로 크게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굳이 빼고 싶지

않으면

참여자: 네, 좀 크게 나눠서 해야겠어요. 음-근데 뺄 생각도 있는데 하하(웃음)

연구자: 그럼 가장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이 기술이 적고 그냥 양상을 양상으로만 제

시해서니까 차라리 정말 학습자가 잘 사용하는 거나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있는 거라서 사용하는 거라면↗ 그건 좀‥.

참여자: 맞아요, 우리는 교육을 생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한다 이런 거 아니라 교육이

필요한 거를 생각해야 하니까 교육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는 저도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교육 논문이니까‥하하(웃음) 그리고 여기 이

렇게 틀에 따라 하라고 원인을 분석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직 시작하지 못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선 생각을 해보고‥

천지아(FM)와는 설문지 응답을 위한 초기 면담까지 포함하면 초심 전후의 면담,

재심 전후에 걸쳐 다섯 차례의 면담을 했는데, 마지막 재심 이후 최종 면담에서 천

지아는 자신없어하던 초기 논문 진행 때와는 달리 자신의 논문에 대하여 확실한 주

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연구 진행이나 시도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 언어 교환생에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양상 기술에 대한 시

도도 해 보고 그러한 시도에 대한 의미 있는 기술에 대하여 고민하고, 의미를 찾지

못한 기술에 대하여는 삭제할 생각이 있다는 진술을 통해 확실히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사와 지도의 과정을 거쳐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가며 ‘이

메일 공손 표현 교육’은 확실하게 천지아에게 ‘내 논문’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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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66]_천지아(FM)

연구자: 학위 논문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던 것 같아요?

참여자: 졸업↗ 하하(웃음) 일단 그 논문 자체는 공손 표현에 대한 논의인데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 부분 제대로 잘 못한 부분인데 논문을 쓰면서 연구를 통해서

점점 더 공손 표현에 대해 알게 됐고 이메일 쓸 때도 예전보다는 스트레스

덜 받아요. 제 생각에 더 제가 공손하게 쓰고 있다는 확신↗ 그런 거 있습니

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항상 스트레스 받아요. 대학원에서 교

수님께 메일을 쓸 때 그리고 어-실제로 그때 제 메일 분석해 보면 공손하지

않은 거 많았어요. 그러 거 논문을 통해서 공손 표현에 대해 더 잘 알게 됐고

그리고 음- 개인적인 성장↗ 같은 거 있어요. 글쓰기도 예전보다는 더 좋아졌

겠죠↗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하하(웃음)

연구자: 사실 저는 지난 번 심층 면담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사실 지난 학기 거

의 준비를 했는데 결국 심사를 못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너무너

무 하기 싫었는데 손을 놓지 않고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고 해서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써야한다고 생각하면서 했다는 그 말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참여자: 하하(웃음) 네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제 자신하고 싸우는 그 시간이 논문을

쓰는 데 필요했어요. 독서실에도 갔어요. 집중하려고‥

연구자: 그래도 중요한 숙제를 끝낸 마음이 드니까 성취감이 있겠네요.

참여자: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졸업한 친구들이 특히 외국인 친구들이

박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적어요. 석사를 너무 어렵게 지내서‥근데 저는

있어요. 사실 박사 마음이‥근데 졸업하고 바로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경력

도 쌓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어서 좀 시간을 두고 중국에 가서 취직자리

알아보게 될 거예요.

로 자신의 연구 결과물에 연구자로서의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 과감하게 새

로운 기술을 넣기도 하고 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② 연구 결과물의 의의와 가치 찾기

정기적인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던 4명의 연구 참여자 천지아(FM), 얀몽(FM), 장

루이(FM), 그리고 왕단(FD)65)에게 마지막 면담에서 학위 논문이 본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던졌다. 우선 천지아(FM)와의 면담 내용은 [자료

66]과 같다.

65) 왕단(FD)은 Ⅰ장의 사례 선정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심사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심층 면

담을 한 주요 연구 참여자는 아니다. 그러나 왕단과는 5회 이상의 심층 면담이 이루어져 논문 작

성 과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에 사례 기술에서 함께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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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67]_얀몽(FM)

연구자: 학위 논문이라는 글쓰기를 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거는 뭐였어요?

참여자: 사실 보고서 쓸 때는 그 주제에 맞게만↗ 페이지 수도 20페이지 정도 되니까

그래서 보고서 쓸 때는 제가 아까 말한 논리적인 그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학위 논문 쓰다 보니까 어떻게 그 흐름에 맞게 다른 사

람이 설득되는 글을 쓰면 좋겠다고 그런 거↗ 이 부분을 해결해가는 게 재미

있게 느껴졌어요.

연구자: 아아, 논문을 쓰면서 설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네요. 논문을 쓰면서 논증

적으로 또는 분석적으로 기술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참여자: 사실 제가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근

거를 가져와서 내 논리에 맞게 어떻게 사용할지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했

어요. 제일 많이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 부분이‥계속 생각하고 고치고

그랬어요. 근데 다 재미있었어요. 성취감이 있었어요. 아하, 이렇게 쓰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설득될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그때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

었어요. 그래서 저는 텍스트 분석 자체보다는 앞부분 서론 이론 쓸 때 되게

설득력 있게 내 논문의 문제 제기↗ 이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거 쓰면서 논리적으로 고치는 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위의 [자료66]과 같이 천지아(FM)는 학위 논문을 쓰면서 자신의 연구 주제인 공

손 표현에 대하여 알아가는 연구자로서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제이언어 사용자로

서 확신이 부족하여 느끼던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본인이 이메일을 공손하게 쓰

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는 점검의 기준이 생겨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천지

아는 학위 논문의 진행 과정을 자신과의 싸움으로 인식하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는 기쁨을 밝혔는데, 이러한 경험은 동시에 천지아가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이 힘들었

던 만큼 그 고생 끝에 연구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박사 과정에 대한 진학을 고려

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천지아가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게

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얀몽(FM)은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근거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생각을 논증적으로 써내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발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학

위 논문 작성의 초반에는 ‘집중적인 한국어 글쓰기 연습’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지도

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을 쓰는 방법을 배웠고, 각 장의 논리적인 틀을 세워가며

자신의 생각을 논증적으로 채워가는 것에서 큰 재미와 성취를 느꼈다고 [자료67]에

서와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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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와, 그랬어요? 그런데 논문을 쓸 때 자료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3장을 쓰다 보

면 앞부분에 써야할 내용이 다시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힘들었을 텐데↗

참여자: 네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 말씀은 우선 3장을 써라 그래서 제

가 3장부터 쓴 거예요. 2장은 대체로 대충 쓰고 우선은 3장부터 자세하게 쓰

고. 3장 다 끝낸 후에 2장을 쓰고 거기서 2장 3장 다 나온 후에 교육 내용을

추출하잖아요.↗ 그 추출 내용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

을 한 후에 그 결과 가지고 4장을 다 쓰고 마지막에 서론을 다시 쓴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했어요.

연구자: 비교적 시행착오 없이 선생님의 지도대로 정석대로 잘 따라했네요. 하하(웃음)

참여자: 근데↗갑자기 선생님이 갑자기 3장 틀이 잘 안 맞는다고 다른 키워드 갈등↗

이걸 중심으로 다시 고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3장 고치면서

다시 2장 틀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고쳤어요. 수정은 거의 다 끝

났지만 3장을 다시 써서 그거 따라서 2장도 4장도 조금 바꾸고 지금가지 계

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약간 논리적으로 덜 맞는 느낌↗ 그런 느낌 있어

서 제가 2장에서 새로 추가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쪽에 뭔가 더 해야 해요.

연구자: 논문 쓰는 게 적성에 맞나 보네요. 하하(웃음) 재미있어하는 거 같아요.

참여자: 하하(웃음) 처음에 논문 쓸 때는 그냥 음‥한국어로 글쓰기 연습 더 집중해서

하는 거↗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수정하면서 조금씩 논리적으로 맞춰 가는 과정이 재밌다고 느껴져요. 하

하(웃음)

[자료68]_장루이(FM)

연구자: 지금은 불평 화행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네, 제가 불평 화행에 대해서 연구하면서도 체면 현상도 재미있다고 생각했어

요. 체면을 사람들이 이렇게 체면을 고려하여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

또한 [자료68]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장루이(FM)는 자신의 연구 주제와 연구를

수행하며 느끼는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장루이는 불평

화행 연구 중 사람들이 체면을 고려하여 말하는 다양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어 만족

스럽고 흥미로웠다고 여러 번 강조하였다. “제가 주제에 대해 스스로 만족해요.”, “제

가 원하는 주제여서 딱 원하고”, “그래서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었어요.”라는 표현들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취업이라는 현실적 필요로 시작한

학위 논문 작성이 이제는 연구 수행 결과로 가치와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장루이는 연구 결과를 통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불만을 말하는구나.”라는 사

실, 즉 연구자의 ‘알게 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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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자료 분석할 때 무조건 우긴다고 한 답도 있었고 직설적으로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불만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서 하하(웃음)

연구자: 그래서 연구를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거네요.

참여자: 네네, 그래서 제가 주제에 대해 스스로 만족해요. 하하(웃음) 불평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이미지가 띨(√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스스로는

만족해요. 제가 원하는 주제여서 딱 원하고 제가 중간에 조금 변하고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었어요.

[자료69]_왕단(FD)

참여자: 그때 수업을 들을 때‥성실하게 쓴 글쓰기 노력들이 현재 논문 쓸 때 얼마나

영향을 줄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밤새우는 것도

싫고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길게도 못 쓰고. 좀 더 한 번 읽을

것이 아니라 철학 같은 책들은 두 번 세 번 읽어도 다르게 읽게 되는데↗ 그

반복적으로 읽고 그거를 글로 쓰는 걸 많이 연습하는 기회를 잡고 발표도 많

이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때 참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는

열심히 살았다고는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수업

들으며 좀 더 열심히 했을 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중국에서는 토론식

의 수업 자체에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학자로서의 연구를 향한 연구 방법

이나 그런 게 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연구자로서 내가 연구 주제를 찾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논의하고 이런 것이 참 부족해요. 그리고 어떻게

디펜스하고 이런 거는 더 모르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 왕단(FD)은 심층 면담에서 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을 설명할 때 ‘학자

가 되는 것’, ‘연구자 되기’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이는 왕단에게 학위 논문

은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학자로서 인정받는 것, 연구자로서 공헌하는 것의 의미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료48]의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창의성이 어디 있냐 내 독창성은↗ 학술적으로 내가 어떤 공헌을 하냐”와 “나는 큰

공헌은 못한다. 그래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학문에 점 하나라도 찍어보려고”, “내가

여기 있던 시간에 흔적을 남기고 가는 거”, “논문이‥근데 이름만 있고 흔적 없으면

그러면 써도 그게 쓴 거 아니잖아요.”와 같은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왕단의 학위 논문 작성에 대한 태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다른 면담 내용을 제시하

면 [자료69], [자료70], [자료7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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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70]_왕단(FD)

참여자: 음..실제적인 분석은 다음 주부터 하고 잠정적인 분석은 계속 해 왔어요.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부족함이 많지요. 왜냐하면 철학적 베이스가 부족하고↗ 그

리고 체계적으로 사실 선배들 논문 보면 그 뜨개질 해 놓은 것처럼 딱 맞는

데↗ 근데 왜 내 글은 그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믿고 있는 거

는 내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있다 그거는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멋있게

잘 다듬어서 글로 스며들게 하는지 그게 계속 고민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외국인은 비판을 감히 쉽게 못하잖아요. 비판을 하더라도 세상에는 이런 관점

이 있지만은↗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보다는↗ 사실 비판할 점이 보

이기는 보여도 이걸 써도 되나 좀 망설이는 게 있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반문

으로 가요. 확실히 이럴까↗ 아직까지는 자료 기술이라서 이 부분이 많이 드

러나지 않고 선행사에서만 조금 비판적인 부분 썼고 이제 앞으로 해석 부분

에서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근데 저의 생각은 내 관점을 내놓기 위해

서는 상대방을 부분적으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회하면서↗ 아니면 반문↗ 이렇게 조금씩 비판적인 논의를 제기

하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자료71]_왕단(FD)
참여자: 기본적으로 연구자로서의 고민도 필요하고‥그니까 지도 교수님이 글만을 고

쳐 주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구자로서의 마인드 그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니까 이게 하나의 종교예요. 일종의 중독이에요. 우리 선생님은.

연구자: 하하(웃음) 네, 중독이요↗

왕단은 [자료69]에서 “학자로서 연구를 향한”, “연구자로서 내가 연구 주제를 찾

고”, “그런 능력을 키워야”라는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70]에서는 뜨개질 해 놓

은 것처럼 철학적 논의를 논리적으로 펼쳐나가는 선배들의 논문을 보면서 그러한 글

쓰기가 안 되는 자신을 향해 “느껴지는 부족함”, “철학적으로 부족하고” 등으로 자책

하지만, 한편으로 “계속 믿고 있는 거는 내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있다”, 즉 자

신의 연구 주제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는 주체가 바로 연구자 본인인 것도 놓치

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자료71]에서는 이러한 “연구자로서의 고민”과 “연구자로서

의 마인드 그 자체”를 바꿔준 사람이 자신의 지도 교수였으며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

히게 한 지도 교수의 학문하는 태도와 경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하나의 종

교”, “일종의 중독”이라는 표현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학위 논문의 작성을 마무리하며 학위 논문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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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72]_천지아(FM)

연구자: 지금 수정하고 있는 초심본 논문 가지고 있어요?

참여자: 네, 있어요. 큰 부분은 아니고 사소한 부분이지만 예를 들면, 아 제가 원

가치와 의미를 규정하고 찾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천지아(FM)에게는

학위 논문은 곧 졸업이라는 등가(等價)를 지닌 글쓰기였지만, 결과적으로 연구자로서

의 정체성을 찾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되었고, 얀몽(FM)에게는 처음 시작은 글쓰기 수

준을 높이기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았지만 논증적 글쓰기에 대한 기쁨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의미가 변하였다. 장루이(FM)는 처음부터 취직을 한 상태에서 졸업이라는

목표를 두고 전략적으로 학위 논문 작성을 진행하였기에 본인의 능력으로 정해진 시

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연구 설계와 진행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개인적인 관심과 호

기심이 큰 연구 주제였기 때문에 불평을 말할 때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재미있

는 현상을 이해하게 된 것에서 연구 결과의 의미를 찾았다. 또한 박사 과정생인 왕

단(FD)은 학위 논문을 통해 학문 담화 공동체에 의미 있는 지식 기여를 하고자 하

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에 학위 논문 쓰기를 의미와 재미를 발견해 가는 학자

로서의 성장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2) 학술적 텍스트 구성 측면

① 내용의 재구조화

연구 참여자들이 학위 논문의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세부 목차를 구조화할 때는

일차적으로 선행 연구에 기대어 진행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자료49). 그러나 심

사본을 수정하고 정교화해 가는 단계에서 자신만의 목차 구성을 시도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까지 연구자로서의 주체성이 약하여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던 양상과 달리 학술적 텍스트를 구성하는 능력이 강화되면서 내용

을 재구조화하고 기술을 정교화해 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전의 단계에서 연구 참여

자들은 자신을 제이언어 사용자로 규정하며 한국어 모어 화자의 직관이 부족한 것에

대한 두려움, 학술적 텍스트를 구성해 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 연구자로서의 주체적

판단에 대하여 주저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학위 논문의

내용을 완결의 형태로 마무리한 후(자료39) 심사의 과정을 거치며 연구 결과물에 대

하여 ‘내 논문’이라는 가치를 인식하고 자신의 학위 논문 텍스트에 대한 재구성, 재

구조화를 시도하는 것을 [자료72], [자료73]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 149 -

래는 여기 보시면 원래 분석을 문법적하고 화용적 이 두 가지로 나눴는데

기본 격식 차원 여기 보시면 화용적 측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꺼렸어요. 이거 기본 격식 차원하고 공손 장치 차원, 기타 부적절한 표현

이거 분명히 아주 다른 차원인데 다 화용적으로 들어가도 되나 하고 의심

하고 있어요(√있었어요). 회의하고 있는데(√있었는데) 그래서 그 나의

회의를 그 언어 교환 친구한테 혹시 내가 이 기본 격식 차원을 아예 화용

적 측면에서 빼서 그러니까 문법적, 화용적 분석 틀에서 빼서 앞부분에

구성적 측면으로 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 언니도 어↗ 더 좋은 것 같다고

해서 약간 확신을 갖게 됐어요.

[자료73]_천지아(FMT)

1차 ‘Ⅲ장 한국어 이메일의 공손 표현 분석’ 목차(초고 텍스트)  

1. 분석 대상 및 분석 틀

  1.1. 분석 대상

  1.2. 분석 틀

2. 공손 표현의 사용 양상

  2.1. 문법적 측면

     2.1.1. 어휘 차원

     2.1.2. 형태 차원

     2.1.3. 문장 차원 

  2.2. 화용적 측면

     2.2.1. 기본 격식 차원

     2.2.2. 공손 장치 차원

3. 부적절한 공손 표현의 사용 양상

  3.1. 문법적 측면

     3.1.1. 어휘 차원

     3.1.2. 형태 차원

     3.1.3. 문장 차원

  3.2. 화용적 측면

     3.2.1. 기본 격식 차원

     3.2.2. 공손 장치 차원

     3.2.3. 기타 부적절한 표현

�

2차 ‘Ⅲ장 한국어 이메일의 공손 표현 분석’ 목차(초심본)  

1. 분석 대상 및 분석 틀

  1.1. 분석 대상

  1.2. 분석 틀

2. 분석 결과

  2.1. 문법적 측면

    2.1.1. 어휘 차원

    2.1.2. 형태 차원

    2.1.3. 문장 차원

2.2. 화용적 측면

    2.2.1. 기본 격식 차원

    2.2.2. 공손 장치 차원

    2.2.3. 기타 부적절한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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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Ⅲ장 한국어 이메일의 공손 표현 분석’ 목차(재심본)  

1. 분석 대상 및 분석 틀

  1) 분석 대상

  2) 분석 틀

2. 분석 결과

  1) 구성적 측면

    (1) 구조

    (2) 제목

    (3) 호칭

    (4) 인사

    (5) 서명

  2) 문법적 측면

    (1) 어휘 차원

    (2) 형태 차원

    (3) 문장 차원

  3) 화용적 측면

    (1) 공손 장치 차원

    (2) 기타 주의 표현

위의 [자료72]는 천지아(FM)가 초심을 받고 나서 재심을 바로 앞두고 진행된 면

담 자료이다. 천지아(FM)는 초심에서 Ⅲ장의 분석 결과가 공손 표현에 대한 자료 분

석이 위계화 없이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은 상태였다. 1차 초고 텍스

트의 목차는 천지아가 지난 학기 초심이 미루어지면서 완성한 목차이고, 초심본의

목차는 이를 바탕으로 정리된 목차로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초심

본 목차를 완성하기까지 천지아는 공손 표현과 관련한 선행 연구의 목차에 많은 영

향을 받아 선행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제를 조금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정도에

그쳐, 연구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천지아만의 목차를 구성해내지 못하였

다.66) 그러나 선행 연구의 목차를 수정하면서 위계상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재심을

준비하기까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여 고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자료72]

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기본 격식 차원’, ‘공손 장치 차원’, ‘기타 부적절한 표

현’ 이 세 가지 차원을 ‘화용적 측면’으로 묶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공손 장

치 차원’은 이메일의 형식적인 측면으로 상위 목차인 ‘화용적 측면’에 들어가는 것이

위계상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천지아는 자신의 이러한 위계에

대한 고민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에 용기를 내어 학문 담화 공동체의 조력자에

게 확인을 할 수 없어 혼자만의 고민 안에 이 위계상의 문제를 담아두고 있었다. 그

러다 세 명의 언어 교환 학생 중 가장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조언을 해 주던 한 명에

게 이 부분을 상의하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자료73]을 살펴보면 이후 천지아가

66) 초심본 목차 구성만 보더라도 자료 수집과 분석의 범위가 달라 그 분석 결과가 추가되어 차별

화되었지만 여전히 김**의 논문 목차 구성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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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74]_천지아(FM)

연구자: 초심 받을 때 어땠어요?

참여자: 조금 긴장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연구자: 심사 때 질문하셨어요?

참여자: 네, 질문 하나만 하셨어요.

연구자: 어떤 질문이요?

참여자: 김**의 논문이랑 너의 논문이랑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설명해 보라고 하

셨어요.

연구자: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어요?

참여자: 저도 예전에 생각은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그 질문하실 줄 몰랐어요. 잊고

있었는데 하셔서 아아 내 논문이랑 차이점 뭐지↗ 고민하다가 두 개만 말

자신의 의도대로 재심본 목차를 재구조화였고 최종 완성본에도 이러한 목차 구성을

반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천지아(FM)와 면담을 진행할 때마다 천지아는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해 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직관 없음’과 ‘학술적 글쓰기 경험의 부재’, ‘부족한

공부’, ‘의미 없는 시도’ 등으로 자신의 연구 진행에 부족한 자신감을 드러내었다. 그

러나 [자료72]의 면담을 진행할 때 천지아는 상기된 목소리로 자신의 새로운 목차

구성의 시도를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그 이전과는 달라진, 천지아가 학술적

텍스트를 구성해 가는 능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논증의 정교화

학술적 텍스트를 구성해 가는 능력은 연구 문제를 논증해 가는 과정 속에서 상세

한 논의를 해가는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초고 생성하기 단계의 ‘선행

연구 기술하기’의 양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지아(FM)는 논의를 해야 하는 필요

성을 인식하였으나 내용을 일차적으로 생성하는 것만으로도 인지적 부담이 컸기 때

문에 상세한 논의에 대한 고민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우선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바탕으로 완결된 논문 텍스트의 형태를 갖추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학위 논문 작성에 집중하였다(자료43). 그러나 지도 교수의 지속적인 지

도와 심사 과정에서 심사 의견을 통해 논증적 글쓰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구를 받

게 되면서 나열 방식으로 생성한 내용 기술에 논의를 추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

다. 초심을 받은 직후에 천지아와 진행한 심층 면담은 [자료7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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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본에서의 선행 연구 기술> 

김**(2014)은 학문 목적 한국어 이메일 상의 공손 표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

다. 그는 48명의 외국인 학습자로부터 총 137건의 이메일을 수집하여 공손 표

현 사용을 분석하였다. 그는 연구에서 공손 표현을 크게 문법적 측면50), 화용

적 측면51) 및 전략적 측면52)으로 나누었고, 학습자의 사용 정확도에 따라

‘상’, ‘중’, ‘하’ 세 등급의 난이도를 매겼다. 아울러 이메일 쓰기를 위한 공손

표현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50) 문법적 측면은 경어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주체 경어법, 객체 경어법, 상대(청자)

경어법으로 각각 조사와 어미, 높임 어휘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었다.

51) 화용적 측면에는 호칭어와 간접화행의 사용을 살펴보았다.

52) 전략적 측면에는 상투어(첫인사 및 끝인사)와 완곡어의 사용을 볼 수 있었다.

했습니다. 하나는 기존 논문은 다 학술적이고 공식적인 이메일인데 저는

좀 더 범위가 넓어서 다양하게 수집한 점↗

연구자: 아, 김** 논문은 학술적인 이메일이 자료였어요?

참여자: 네네, 조교나 교수한테 보내는 이메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관계가 좀 더

다양하고 자료 수집 범위가 더 넓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중국인 학

습자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어의 공손표현, 공손문화 그리고

한국어 이거 대조한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근데 그거 반영하지 않았잖아

하하(웃음) 근데 원래 다른 차이점도 있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잘 생각

이 안 나서‥

천지아(FM)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이메일 공손 표현 교육’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할 때 선행 연구로 중요하게 참고하였던 논문은 김**(2014)의 ‘학문 목적 한

국어 학습자를 위한 이메일 쓰기 교육 방안 연구’였다. 그러나 천지아의 초심본에서

는 본인 논문의 제목과 거의 유사한 김**의 논문과 차별화되는 지점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생략한 채 김**의 연구 내용만을 요약하여 제시하엿다. 이는 [자료53]에서 확

인하듯이 천지아(FM)가 선행 연구 기술에서 논의 없이 수많은 선행 연구들을 나열

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였다. 그러나 수정 및 정교하기 단계에서 김**(2014)에

대한 선행 연구 기술 부분에 큰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자료75]와 같다.

[자료75]_천지아(F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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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본에서의 선행 연구 기술>

김**(2014)은 외국인 학습자들로부터 학문 목적 한국어 이메일을 수집하여

공손 표현의 사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손 표현을 크게 문법적, 화

용적 및 전략적 측면으로 나누었고, 학습자의 사용 정확도에 따라 ‘상’, ‘중’,

‘하’ 세 등급의 난이도를 매겼다. 더불어 이메일 쓰기를 위한 공손 표현을 구

성적, 문법적 및 화용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각 측면에 속한 하위

공손 표현을 보다 전면적으로 다루었다.21) 그러나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 및 중국어의 영향을 감안하고 오류 원인 분석 및 교육 방안 설계에 이

를 반영하였다.

21) 예를 들어, 김**(2014)에서는 간접 화행에 포함된 표현은 ‘-면 감사하겠습니다’뿐

이다. 본 연구에서 간접 화행에 포함한 표현은 ‘서법 전이1(명령문→의문문), 서법

전이2(명령문→평서문), 서법 전이3(의문문→평서문), 화자의 관점 표현, 화자의 계획

표현’ 등이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다룬 울타리 표현(완화 표현의 하나), 강화 표현,

겸손 표현, 모호화(생략) 표현 등 공손 장치 및 기타 주의 표현(오해를 일으키기 쉬

운 표현, 지나친 구어체 표현, 이모티콘, 문장부호)은 한국어 이메일의 공손성과 밀

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2014)에서는 다루지 못한 부분이다. 이처럼 본

연구의 분석틀은 김**(2014)의 분석틀과는 차별점이 있다.

위의 [자료75]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천지아(FM)의 초심본에서는 김**(2014)의

논문과 천지아의 논문의 주요어가 ‘한국어 이메일’, ‘공손 표현’, ‘문법적 측면’, ‘화용

적 측면’ 등에서 겹치는데도 김**(2014)의 연구 내용만을 충실하게 요약하여 제시하

고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였다. 그러나 초심을 통해 두 논문의 차별

점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추가하라는 피드백을 받고 나서 천지아는 머릿속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던 논의에 대한 고민을 최종본에서 자신의 논증적 언어로 담아내었다.

초심본에서는 각주 50), 51), 52)조차 김**의 논문의 내용을 상술하기 위해 사용되었

다. 그러나 최종본에서 천지아는 자신의 논문과 김**의 논문이 차별화되는 지점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학술적 텍스트 표현 측면

① 잘못된 어휘와 표현 수정하기

제이언어 사용자인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텍스트는 두 번의 심사 과정인 초

심과 재심을 통하여 수정과 정교화의 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갖추게 된다.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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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제이언어 사용자로서 어려움이 부각되는 지점은 바로 비모어인 한국어 능력

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때이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제한된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의 부족으로 언어적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력자와 참고 문헌에 의존하게 된다. 사례를 통해 어휘와 표현의 수정이 확인하게

되는 부분은 번역 용어와 잘못된 한자어 사용의 수정과 반복되는 표현에 대한한 수

정이다.

ㄱ. 번역 용어 수정하기

번역 용어를 수정하는 사례는 [자료76], [자료7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켄토(FD)는

학술적 용어의 원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오는 과정 중에 한국어 교육 연구 분야에서

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번역하였는데 수정 과정에서 이 용어를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선호하는 용어로 수정하였다.

[자료76]_켄토(FDT)

최근에 외국어교육에서 ‘진정성’이나 ‘실제성’, ‘실생활’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나카(田中, 2001)에 의하면 ‘진정성’이나 ‘진정한 평가

(authentic assessment)’라는 용어가 교육 연구에 등장한 시기는 1980년대 후

반이라고 한다.

�

수행 평가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철학은 실제적 평가(authentic assessment)

이다. 최근에 외국어교육에서 ‘진정성’이나 ‘실제성’, ‘실생활’, ‘실세계’라는 용어

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나카(田中, 2001)에 의하면 이러한 용어가 교육

연구에 등장한 시기는 1980년대 후반이라고 한다.

[자료77]_켄토(FDT)

이러한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학습자가 가지는 특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

를 중시한 수행 평가, 총합적 의사사소통능력에 대한 평가, 학습을 위한 평가라

는 (중략) 본고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수행 평가의 구인으로서 총합적 말하기

능력을 제시하였다. 총합적 말하기 능력(global speaking ability)은 언어 능력과

문화 능력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새로운 시점을 추가한 능력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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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육 현장의 문제점과 학습자가 가지는 부정적 특성을 해결하기 위하

여 본고에서는 수행 평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통합적 말하기 능력에 대

한 평가’, ‘대화를 중시한 평가’, ‘학습자의 주체성을 유인하는 평가’라는 일본에

서의 한국어 말하기 수행 평가 개발의 방향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터키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터

키가 1949년에 신행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면서 시작하였다. 이 관계는 터키

가 1950년에 한국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심원해졌다. 터키에서 한국어 교육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1989년에 앙카라 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어문학과의 설립

이와 같이 전통이 깊지 않은 연구 분야나 주제의 경우 외국 이론을 번역하여 적용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수용하고 지지하는

용어나 개념을 혼자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때 외국인 유학생은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선호하는 학술적 용어를 알지 못하여 직역을 하거나, 사전에서 한국어

번역을 참고하거나 기존 참고 문헌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용어들은 심사의 과정에서 수정 사항으로 반영된다.

ㄴ. 잘못된 한자어 수정하기

잘못된 한자어 사용은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초고 텍스트에서 자주 발견되는

데, 이러한 오류는 한자 문화권인 연구 참여자와 비한자 문화권 연구 참여자 양쪽에

서 모두 발견되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자가 조선시대 지배 계층인 양반의

언어로 학술적인 글쓰기에서처럼 공적이고 격식을 갖추는 텍스트에서 선호된다는 점

을 인식하고 있어 한자어 사용을 의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위

논문 텍스트에서 유의어가 있는 어휘 선택에서 고유어보다 한자어 사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비한자권 연구 참여자인 에네스(FM)의 초심본에서 한자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에네스가 한자어 사용을 학술적

텍스트의 특징으로 인식하여 의도한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초심본 서론의

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서 낱말 수가 총 706개였고 이 중 한자어 사용이 391

개로 한자어 사용 비율이 55%가 넘었다. 잘못된 한자어 사용은 학문 담화 공동체의

조력을 통해 [자료78]과 같이 수정되었다.

[자료78]_에네스(F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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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이다. 1998년까지 앙카라대학교가 한국어 교육을 독점하고 있었고

1998년에 공식적으로 에르지예스대학교 한국어 문학과가 설립되었다. 5년에 걸

친 준비 단계가 끝나므로 2003-04학년에 학습자가 처음으로 입학하였다.

10년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에르지예스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 교

육이 터키에서의 가장 질적인 한국어 교육으로 수용할 수 있다. (후략)

첫째, 한국어 교육의 역사가 일천하기에 교육 목표와 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다루

어 보면 아직도 교육 과정이 완벽하지 않다.

(전략) 부사의 하위분류인 양태부사는 서술용언에 대하여 화자의 다양한 심리적

태도를 가의적으로 표현한다.

역사적으로 밀접한 한국과 터기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터키가 1949년 신생 대

학민국 정부를 인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관계는 터키가 1950년에 한국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심원해졌다. 터키에서 한국어 교육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1989

년 앙카라대학교 문과대학에 한국어문학과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다음으로

1988년에 공식적으로 에르지예스대학교에 한국어 문학과가 설립되어 5년간의

준비 단계를 거쳐 2003년에 학습자가 처음으로 입학하였다.

10년이 지난 현재 에르지예스대학교 한국어문학과는 터키에서 비교적 양질의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한 한국어 교육

과정이 구축되지 못하였는데 특히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어휘 교육에 대한

접근법이다. (후략)

왕문용․민현식(1993: 190)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양태부사를 ‘서술 용언에

대해 화자의 다양한 심리적 태도를 가의적으로 표현하는 부사’로 정의하기로

한다.

�

위의 [자료78]에서 연구자가 임의로 굵은 글씨와 밑줄로 표시한 한자어 외에도 한

자어 사용이 두드러지는데, 초심본에 밑줄을 그은 한자어는 문맥의 흐름 상 그 쓰임

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그 사용 범위가 넓지 않은 한자 어휘로 판단되어 표시하였다.

[자료78]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초심본에서 어색하게 사용한 한자어 어휘들은 최

종본에서는 모두 수정되었다. 예컨대, ‘신행 대한민국’은 ‘신생 대한민국’으로, ‘10년

내외로’는 ‘10년이 지난’으로, ‘현행 에르지예스대학교’는 ‘현재 에르지예스대학교’로,

‘질적인 한국어 교육을 수용할 수 있다’는 ‘비교적 양질의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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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터키어와 한국어 어휘 체계를 비교하면 터키인이 한국어 어휘를 이해시

키기 위하여 사전의미만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하다. 터키어는 다의어가 많은

언어로써 외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는 한국어를 학습할 때만 어려움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의 여러 가지 언어를 학습할 때도 의미

혼잡에 대한 혼동을 느끼고 있다. (후략)

이에 터키인 학습자는 이런 한국어 양태부사를 학습할 때 문법적 · 의미적 문

제점을 면하고 있다.

특히 터키 어와 한국어 어휘 체계를 비교했을 때, 터키 인에게 한국어 어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전적 의미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터키 어는 다의어가 많은 언어이므로 터키 인 학습자들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

어 등 다른 언어를 학습할 때에도 쉽게 혼동을 느낀다. <중간 생락>

이에 터키 인 학습자는 이러한 한국어 양태부사를 학습할 때 문법적․의미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있다’로,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다루다 보면 아직도 교육과정이 완벽하지 않다’는 ‘여

전히 완전한 한국어 교육 과정이 구축되지 못하였는데’로 수정되었다. 그리고 ‘교육

을 독점하다’와 ‘역사가 일천하다’는 삭제되었고, ‘관계가 심원해지다’와 ‘가의적으로

표현하다’는 최종본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용 범위가 넓지 않은 한자

어 어휘로 판단된다.

또한 에네스(FM)는 [자료79]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잘못된 어휘를 한자어로 인

식하고 있어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에네스는 단순한 오타나 실수를 범한 것

이 아니라 ‘필(必)하다’와 ‘면(面)하다’를 한자에서 온 어휘로 간주하여 ‘필요하다’와

‘직면하다’의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연구 참여자가 잘못된 어휘를 사용

하였지만 학술적 글쓰기에서 한자어 어휘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사용하면 글의 격식

이나 무게를 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였으며 이 또한 학문 담화 공동체의 조력을

통해 모두 수정될 수 있었다.

[자료79]_에네스(FMT)

�

또한 연구 참여자 켄토(FD)는 한자 문화권의 모어 배경을 둔 일본인 박사 과정생

으로 학술적 어휘를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하였지만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자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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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81]_켄토(FD)

연구자: 내성하다 일본어 영향으로 사용한 거예요?

참여자: 내성하다는 한국어 사전에도 있어. 근데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바꿨

어. 평가론에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쓰는 표현으로. 처음에 내성하다라

고 썼는데 **이가 내적 성찰이 더 좋은 것 같다고 고치면 어떠냐고 해서

고쳤지.

하지 않는 한자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켄토는 ‘자신을 돌이켜 살펴본다’

또는 ‘자신의 심리적 상태나 정신의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관찰한다’(표준국어대사전)

의 뜻을 지닌 ‘내성(内省)하다’를 문장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한국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인 조력자가 의미 전달이 쉬운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권유하게

되면서 최종본에서는 ‘내적으로 성찰하다’라고 수정하였다. 심층 면담에서 연구 참여

자 켄토는 한국어 사전에도 있고 일본 학자들도 사용하는 표현이라 이 표현을 거리

낌없이 넣었지만 한국어 평가론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 전

달의 용이성과 명확성을 위하여 수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자료80]과 [자료8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80]_켄토(FDT)

(전략)...학습자는 과제를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타자 평가와 자기 평가를 통하여 자

신의 학습 성과를 내성(内省, reflection)하고 향후 학습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

(전략)...이 평가 방안에서는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한 결과에 대하여 타자 평가와

자기 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학습 성과를 내적으로 성찰하고 향후 학습 목표를 설정

하게 된다.

또한 중국인 박사 과정생인 류이호(FD)도 초고 텍스트에 한자어 어휘를 많이 사용

하였지만 어색한 한자어 사용으로 학문 담화 공동체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최종본에

서는 적절한 어휘로 수정할 수 있었다. 사례는 [자료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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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현재 유학생에 관한 양적 연구가 다수 차지

하고 있어서 유학생의 실태 연구에 있어서 보다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연구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

구 목적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에 맞는 연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

필요하다. 구체적인 유학생활의 양상을 보는 데에 있어서 보다 많은 질이 높은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략)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관해서 최

소화하기 위하여 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만 수집할 것이며 노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하고 사진, 영상,

녹음내용 등과 같은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제3자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엄밀하게 보관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녹취록, 기록지 등 동의서를 서면

자료로 작성할 것이다.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현재 유학생에 관한 양적 연구가 다수 차지

하고 있어서 유학생의 실태를 보다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질적 연구

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 목적에 맞는 연구 방법을 선택하

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유학생활의 양상을 보기 위해 보다 질 높은 질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중략)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관해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만 수집할 것이며 노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하고 사진, 영상,

녹음내용 등과 같은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엄밀하게 보관할 것이다. 또한 녹취와 기록으로 수집된 자료의 활용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구할 것이다.

[자료82]_류이호(FDT)

• 기준과 범주 없이 덩어리 구성이 난용된 전제 하에 기존의 정의 방법을 검

토하면서 … ➜ 기준과 범주 없이 덩어리 구성이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하

여 기존의 정의 방법을 검토하면서 …

• 이후 후계 연구로 볼 수 있는 이미혜(2005)의 박사논문에서는 … ➜ 이후

후속 연구로 볼 수 있는 …

• …관형사형 어미가 수의로 올 수 있지만 …➜ …관형사형 어미가 수의적으

로 올 수 있지만 …

ㄷ. 반복되는 표현 수정하기

왕단(FD)의 초고본 중 ‘연구 방법 및 대상’에 대한 기술에서 비슷한 종결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수정하게 된 것을 [자료83]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자료83]_왕단(F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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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84]_얀몽(FM)

연구자: 그럼 현재 본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예요?

참여자: 음‥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말 너무 비슷한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쓰고 있어요.

연구자: 어떤 표현들이요?

참여자: 약간‥음‥.제가 논문 쓸 때 똑같은 말 계속 하고 있는 느낌↗ 이런 느낌

이 있는데 용어, 종결어미, 내용 다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느낌 다 있어

요. 다른 말 쓰고 싶은데 더 나은 표현이 뭔지 제 선택 폭이 아는 게 너

무 없어요. 그래도 우선 내용을 쓰는 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요. 초심

때 선생님들이 언어적인 부분↗ 이거 별로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제 재심

들어가니까 더 언어적인 게 신경이 써요(√쓰여요).

[자료85]_얀몽(FM)

연구자: 지금 시점에서 본인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학위 논문 쓰는 데 이런 부분이

더 힘들다 하는 점이 있어요?

참여자: 재심 이후에 조금 더 힘들게 느끼는 부분이‥ 뭐지↗ 지난번 얘기한 부분

요. 제가 좀 더 다양하게 내용을 고치고 표현을 고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있어요.

연구자: 그러면 본인도 쓰면서 단조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참여자: 네네, 맞아요. 저도 쓰면서 아 왜 난 또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지↗ 이

렇게 느껴서 쓰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초심 때 내가 내용적으로 생각하

위의 [자료83]에서와 같이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기술하는 문장에서 ‘필요하다’를

연이어 세 개의 문장에서 되풀이하여 사용하였는데, 세 번째 문장은 학문 담화 공동

체의 조력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로 수정되어 표현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학위 논문의 텍스트는 지도 교수의 지도와 심사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수정 작업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아진다. 초고 생산하기 단계에서는 집중적으로 내

용을 생성하는 데 많은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수정 및 정교화 단계

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문장을 수정하며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표현과 용어 등

에 주목하여 반복되거나 모호한 부분들을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지점은 얀몽(FM)과의 면담 내용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

는데, [자료84]는 얀몽(FM)이 초심 이후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루어진 면담

이고, [자료85]는 얀몽이 재심을 받고 나서 진행한 면담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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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를 쓰는 내용적인 생산이라고 하면↗ 지금은 뭔가 수정을 하고 다듬

고 뭔가 아름답게 내 문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제 표현적인

부족이 많이 느껴졌어요.

연구자: 그러면 다른 한국인들이 쓴 학위 논문을 보면서 아 이 글이 참 좋은 글이

다 잘 썼다라는 걸 판단하게 돼요↗

참여자: 전에도 제가 다른 논문들을 보면서 와 참 말이 멋지게 나온다 그런 생각

을 가지고 되게 많이 메모를 하고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제

논문에 다 쓸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 멋있어서 수집을 해서 이렇게 메모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그리고 초록 쓰다가도 결론이랑

겹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고민하지만 아직 그 부분까지는 고치지 못하

고 있습니다. 수정이 한계가 있나 봐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자료84]와 [자료85]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얀몽(FM)은 초심 이후 언어적인 부

분들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유사한 용어와 반복되는 종결어미 등으로 고민을 하였

다. 그리고 재심이 끝난 후 최종 완성본을 제출하기 위한 수정 작업을 하면서 “뭔가

수정을 하고 다듬고 뭔가 아름답게 내 문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제 표현적

인 부족”이 느껴져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자료84]의 “어쩔 수 없이 그

냥 쓰고 있어요.”라는 진술과 [자료85]의 “수정이 한계가 있나 봐요. 제가 외국인이라

서”라는 진술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언어적인 부분이 신경이 쓰여 수정하고 있지

만, 일정 부분 그러한 제약과 한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렇게 느껴서 쓰기 싫은” 마음이 들지만 시간의 부족으로 기록해 두었던 대학원

선배들 논문의 멋진 표현들을 “지금 제 논문에 다 쓸 수가 없어요.”라고 진술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언어적인 제약에 주목하게 될 때 제이언어 사용 필자 측면이 고민

으로 드러나지만, 그러한 표현 측면이 학위 논문 작성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적합한 어휘와 표현을 사용하고 문장을 문법적

으로 구성하는 것은 학술적 텍스트의 ‘텍스트다움’을 판정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되

지만 표층적으로 드러나는 언어 자체의 문제가 학술적 글쓰기 능력의 핵심적인 요건

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연구 참여자들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학위 논

문의 작성 과정에 집중해 가면서 점차 언어적인 제약보다는 연구를 수행해 가는 것

에 더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일정 기간 동 연구 주제를 선정

하고 연구 문제를 명확하게 세우고, 연구 설계와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연구자의 연

구 관점으로 자료를 분석한 후 논의하는 것을 학위 논문 작성의 본질로 점차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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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 교육 연구이다. (중략) 이에 이 연구에서는 또한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 소설 교육에 대하여 기존 연구 없이 진행해 온 베트남에서의 한국문

학교육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소설 교육 읽기

방법을 설계하고자 한다. ➜ 설계하고자 하였다

…(중략)…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현재 베트남에서의 ‘한국문화’ 교육의

고 있었다. 고차원적인 사고의 과정으로 인지적 부담이 큰 학위 논문 작성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어를 자신의 모어만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학문 담화 공동체의 조력을 통해 수정해 나감으로써 표현을 정교하게 다듬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시제 수정하기

초심본 텍스트의 분량은 논문 양식으로 서론부터 결론까지 최소 100쪽이 넘는다.

특히 초심본 쓰기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도 내용 구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꼼꼼히

교정하지 않는다면 비문과 오류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의

초심본에 나타난 문법상의 오류에 주목하여 그 예들을 나열하고자 한다면 끝도 없이

많은 오류의 양상을 나열하며 기술해 갈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이 어려움을 처리해가면서 발휘하

는 학위 논문 작성의 세부 능력의 측면에서 논의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에 학문 담화 공동체의 조력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적 제약이 수정되는 양상

을 종결 어미 부분의 시제 수정하기에 한정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제공한 모든 초심본 자료에는 시제의 오류가 전반적으로 나타났

다. 이 중 황밍(FM)의 국문 초록 기술에서 시제 오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문

초록은 학위 논문의 주요한 내용인 연구 목적과 내용, 방법과 각 장의 내용을 간략

하게 제시하여 그 논문에서 수행한 연구 전반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수행한 연구 결

과를 기술할 때는 미래형 시제가 아니라 과거형 시제로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황밍

은 초심본에서 국문 초록의 시제를 모두 잘못 사용하였는데, 이는 황밍이 이러한 문

법적 오류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조력을 통해 최종 수정되었다. 국문초록에 나타난

시제 오류는 [자료86]과 같다.

[자료86]_황밍(F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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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학습자들이 한국어 소설 읽기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 조사 및 인

터뷰를 진행한다. ➜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함으로 논문의 의의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학습자에게 … 제공한다. ➜ 제공하였다

둘째, 수업 진행하는 데에 언어 통합 활동으로 … 학습자의 능력을 길러준다.

➜ 학습자의 능력이 향상되었다.

셋째, 문학 수업을 행할 때 … 향상시킨다. ➜ 향상시키는 데에 이 논문의 궁극

적인목표가 있었다.

위와 같은 의의로 본 논문은 … 간 문화 의사소통이 연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다. ➜ 이런 교수 학습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 간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료87]_황밍(FM)

연구자: 여기 황밍이가 석사 때 준 초심본 국문 초록을 보면 시제가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것과 많이 다른데↗ 국문 초록을 어떻게 쓰는지 몰랐어↗

참여자: 제가 이거 쓸 때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저 혼자 했어요. 국문초록에 무엇

을 써야 하는지는 알았는데 정확히 모른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하하(웃

음). 우선 심사 받으려면 빨리 다 써야 하니까 그 때 한국사람 도움 없이

썼어요. 그래서 심사 받을 때 선생님들이 국문 초록에 중요한 내용만 간

단하게 쓰고 뭐뭐 하였다 뭐뭐 연구하였다 밝혔다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이 연구를 통해 뭐뭐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라고 여기 초심본에

써 주셨어요. 다시 보니까 부끄럽네요. 하하(웃음).

황밍(FM)은 베트남 인 석사 과정생으로 국문초록의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 단순히 자신의 연구를 전반적으로 요약하여 소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

었다. 즉 [자료86]에 나타난 시제 사용 양상은 연구 참여자가 국문 초록에 대한 장르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쓴 결과인 것이다. 황밍(FM)과의 심층 면담의 내용은 [자료

87]과 같다.

이는 황밍(FM)이 [자료35]에서 “석사 논문 쓸 때는 제가 정말 하나도 몰랐던

것 같아요.”라고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인 조력자의 도움뿐만 아니라 참

조 문헌도 없이 우선적으로 초심본을 완성하는 데만 주력한 결과였다. 다음

[자료88]의 얀몽(FM)과 같이 외국인 유학생 대부분은 심사본을 제출하기 전에

한국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며 전체 문장을 수정하게 되는데 황밍은 이마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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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88]_얀몽(FM)

연구자: 선생님께 작성한 논문을 가져가거나 심사본 제출할 때 문장은 어떻게 수

정했어요?

참여자: 제가 선생님을 뵙기 전에↗ 이틀 삼일 전에 우선 우리 팀 석사 동기한테

이메일로 보내주고 이것 좀 봐달라고 혹시 눈에 띄는 문장 오타 같은 거

↗ 그거를 고쳐달라고 했어요. 한국어 표현 같은 것도 고쳐주고 그리고

박사 선생님이 큰 방향으로 봐 주고 이렇게 두 명의 검토를 받은 후에 선

생님께 보여드리는 이런 순서로 했어요.

시간에 쫓기어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의 추동력

Ⅲ장 2절에서는 1절의 논의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

을 이끄는 두 개의 큰 추동력인 참조 모델의 활용과 조력자와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기술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외국인 유학생은 학위 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학문 담화

공동체 내에 축적되어 있는 지식 체계와 학문 담화 공동체 안의 사람들과의 상호작

용을 큰 축으로 학위 논문 작성의 하위 능력을 확보해 간다. 다시 말해 학문 담화

공동체 내 축적된 지식은 참조적 기준을 제공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유학생

의 학위 논문 작성을 추동하고 학문 담화 공동체 안의 사람들은 외국인 유학생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조력의 방식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을 추동하는 지점

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참조 모델의 활용

연구 참여자들이 학위 논문 작성 과정 중에 찾아보는 참고 문헌은 참고 문헌 그

이상의 기능을 하는 참조 모델로 활용된다. 참조 모델은 연구 참여자가 학위 논문

작성을 할 때 조력자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스스로 학문 담화 공동체의 장르 지식에

접근하고 그 지식에 기대어 학위 논문 텍스트를 생산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

문에 참고 문헌의 모델링은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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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 글쓰기 필자가 다른 사람의 텍스트를 참조하는 것은 텍스트가 사회적 상호

작용의 양식으로 관찰(Hyland, 2000)된다는 증거이며, 이것은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공유해야 하는 지식이 무엇인지 합의해 나가는 상호작용의 방

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Kruse, 2007/2009: 75). 이러한 사회적 지식의 구조를

세우고 강화해 가는 참조 문헌의 활용이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야콥스(1994)는 다음

[그림 Ⅲ-1]로 설명하고 있다.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연계 ∙학문 공동체와의 관계 형성 

∙학문적 입장 제시 

∙권위와 전통의 수용

  다른 사람의 텍스트를 참조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능  

  을 한다.

텍스트의 구성 ∙논거 제시

              ∙연구 성과의 맥락 제공

              ∙내용적 관계의 명확화

독자 고려 ∙참고 문헌 지시

          ∙배경 지식 소개

∙박식함과 철저함 제시

∙소속의 일원임을 서술

∙비판에 대한 조치
                     자기 증명

[그림 Ⅲ-1] 참고 문헌의 기능(Jakobs, 1994)67)

위의 [그림 Ⅲ-1]에서 야콥스(Jakobs, 1994)가 제시한 참조 문헌의 구체적인 기능

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Kruse, 2007/2009: 75).

첫째,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연계의 기능을 한다. 다른 텍스트를 참고하여 인용하

는 것은 필자가 자신을 어떠한 학문적 맥락에서 드러내 보이고 싶은지, 필자가 서

있는 학문적 관점이나 맥락이 어떠한지, 어떠한 학문적 권위와 전통을 수용하는지

분명하게 해준다.

67) 이는 Kruse(2007/2009: 7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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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참고 문헌은 텍스트 구성에서 논거, 지식, 사고, 연구 성과, 방법 등을 필자

의 텍스트로 끌어들여 이것들의 내용적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고, 연구 성과의 맥락

을 자신의 텍스트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해준다.

셋째, 참고 문헌은 독자에게 그 밖의 가능한 읽을거리를 참고하도록 지시해주며

필자가 텍스트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다.

넷째, 참고 문헌은 필자가 학술적 연구의 자격을 인정받고 학문 담화 공동체의 평

가를 받게 한다. 필자가 참고 문헌을 인용함으로써 학술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로서의 인상을 조절하며 비판과 오해에 대비해 필자의 인상을 신중하게 보이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야콥스는 위의 [그림 Ⅲ-1]에서 참고 문헌의 기능을 학술적 글쓰기 전반에 드러나

는 학술적 글쓰기 필자의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

성 과정에서의 참조 모델의 활용은 제이언어 사용자인 필자의 측면과 학위 논문 작

성이라는 특정 맥락이 만나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양상으로 드러난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참고 문헌은 단순한 참고를 넘어 학위 논문의 형

식 구조와 세부 구성, 내용 구성과 생성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이고 결

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참조 모델로 명명하였다.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참

조 모델의 활용은 외국인 유학생이 일차적으로 비모어 화자로서의 언어적 제약과 장

르 지식의 부족을 극복하도록 추동한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적 제약과 장르 지식의

부족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언어 직관이나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학문 담화 공동체의 조력자와의 면대면 상호작용을 통하여 직접적

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면대면 상호작용에

제약을 받게 될 때 연구 참여자들은 대안적으로 참조 모델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초고 내용을 생성할 때 부족한 학술적 텍

스트에 대한 장르 지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참조 모델을 활용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면대면 상호작용의 대안적 활용

천지아(FM)는 자료 분석에 대한 모어 화자의 직관이 부족하여 자신이 직접 분석

한 결과에 대한 확신에 대한 부족을 메우기 위해(자료28) 한국어 표현과 분석에 대

하여 정기적으로 조언을 줄 수 있는 언어 교환 학생을 구하였다(자료30). 그러나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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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89]_천지아(FM)

연구자: 근데 왜 같은 팀 한국인 대학원 선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참여자: 사실 저도 여기 대학원생 선후배 다 바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면

서 이런 식으로 마음의 부담↗ 그런 부담이 있어서‥

연구자: 아, 마음의 부담을 덜고 싶었군요.

참여자: 네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다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도움을 받는 것도 나

쁘지 않은 거 같아요.

연구자: 그리고 논문 쓸 때 자기 논문의 모델이 되는 다른 참조 모델을 선정했어요?

참여자: 네, 있어요. 직접적으로 따라서 한 거는 양*의 논문이고요. 양*이 아무래도 같

은 과 같은 팀의 중국인 선배라서 그 논문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연구자: 그럼 **을 찾아가서 직접 도움을 요청했어요?

참여자: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논문만 읽으면서 어떻게 썼는지 그 내용 봤어요. 사

실 지난 학기 논문 쓰느라 너무너무 바빴어요. 진짜 밤도 많이 샜고 진짜 초심

때까지 달렸다고 하나↗ 달렸는데↗ 근데 초심은 못 받았어요. 그래도 괜찮은

게 그렇게 해서 많이 썼어요. 쓸 데 없는 말이 많았지만 하하(웃음) 양을 많이

채웠어요.

연구자: 글쓰기 참조 모델이 논문의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주었는지 말해 주세요.

참여자: 각 장의 세부 내용 구성하는 거 가장 많이 도움 받았고 이론적 배경 기술하는

방법이랑 세 번째는 서론 연구사 기술하는 거, 그 다음 목차 구성하는 거, 연구

방법 선정하는 거, 참고 문헌 선정하는 거 순서로 도움 됐어요.

연구자: 주제가 유사한 학위논문 중 주로 어떤 논문을 많이 참고했어요?

참여자: 내용은 주제가 비슷한 한국인 석사학위논문과 한국인 박사학위 논문을 많이 읽

었고, 논문을 어떻게 쓰는 건지 전체와 구성하는 방식은 우리 팀 중국인 선배

석사 논문 거 많이 참고했어요.

지아(FM)가 비모어 화자로서의 부족한 직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 교환 학

생을 모집하였지만 다른 맥락으로는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과 면대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부탁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에 큰 부담감으로 느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식

을 찾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면담 자료는 [자료89]와 같다.

천지아(FM) 진술, [자료72]의 “…다 화용적으로 들어가도 되나 하고 의심하고 있어

요. 회의하고 있는데”와 [자료74]의 “저도 예전에 생각은 했었는데…”, “내 논문이랑

차이점…고민하다가” 등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천지아는 스스로의 인지적 노력을

중시하는 인지형 필자의 성향이 강하였다. 즉 천지아는 학위 논문 작성 과정 중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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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90]_천지아(FM)

참여자: 한국어를 아무리 잘해도 어려워요. 논문을 쓰는 건. 한국어를 잘 하는 거랑

그걸 글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신경이 쓰여요. 계속‥

그래서 논문을 많이 읽어 봤어요. 많이‥ 읽은 거에서 내 논문이랑 좀 비슷한

가 생기면 먼저 그 문제에 대해 스스로 충분한 생각과 고민을 거친 후에야 조력자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인지형 필자의 경우 자신의 과제를 스스로의 노력을 거

치지 않거나 기여하는 정도가 적을 때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거나 그 자체를 심리적

압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조 모델의 활용과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다. 위의 [자

료89]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천지아(FM)가 참조 모델로 삼은 논문은 중국어 동일

언어권 동료의 학위 논문으로 연구 참여자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다. 그

러나 천지아는 전체적인 학위 논문의 구조와 구성 등을 참고하기 위하여 중국어 동

일 언어권 동료의 학위 논문을 참조 모델로 삼았다. 그리고 내용적인 참조 모델은

연구 참여자의 학위 논문 주제와 제목이 유사한 학위 논문을 검색하여 선정하였다.

이러한 인지형 필자는 학위 논문 작성에서 문제가 생길 때 외부 조력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자신만의 방법이나 고민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러한 성향의 필자는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를 빠르게 확인하고 그것을 해결해갈

수 있는 직접적인 참고 문헌의 범주와 목록 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 보였다.

(2) 일차 내용 생성의 참조적 활용

기본적으로 글쓰기에서 지식은 말의 흐름으로 변환되어야 하는데 이는 머릿속에

들어 있는 복합적 지식 구조를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과정으로 기술된다(Kruse,

2007/2009).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은 제이언어 사용 필자이기에 이러한 내적인 구성

물을 논리적인 언어로 재현해낼 때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Ⅲ장의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은 모어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이론적 배

경 지식을 쌓고 모어의 학술적 전문 용어를 직역하여 번역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

고(자료32), 내용을 생성하다가 문제에 부딪히면 즉각적으로 참고 문헌을 찾아서 읽

고 참고하거나(자료25), 아래 [자료90]에서와 같이 우선 유사한 주제와 제목의 선행

연구를 검토, 정독의 과정을 거쳐 참조 모델로 선정한 후 일차적으로 그 내용을 따

라 모방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거칠게 생성해 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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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련 주제면 여러 번 읽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썼는지 읽고 나서 우선

그 논문이랑 비슷하게 대충 써요. 그리고 계속 고치고 내용이 잘 모르면 또

한국 논문 찾아보고 이렇게‥

위의 [자료90]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참조 모델은 일차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의 내용을 생성하는 데 주요하게 활용되는 자료(Source)가 된다. 정확하게

논하자면, 일반적으로 선행 연구 검토에서 참고한 문헌들은 이차자료에 해당한다. 그

러나 학위 논문의 내용을 생성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참고 문헌의 내용들은 일차

자료처럼 내용 생성에 직접적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문제로 자료 사용의 윤리에 대

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이윤진(201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

생의 글쓰기 윤리의 문제는 ‘제이언어 쓰기 발달’의 성격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예컨대, 천지아(FM)의 초심본을 살펴보면 자신이 요약하여 제시한 특정 선

행 연구와 Ⅲ장 구성이 매우 유사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는 천지아가 학위 논문 심사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재구성을 시도하면서 해결되었다(자료72, 자료73). 그리고 초심

본의 선행 연구 기술에서는 논의 없이 선행 연구물들을 요약하여 나열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는데, 최종본에서는 자신의 연구와 기존 연구물 사이의 차별성을 적극 해명

하고 논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논증을 하게 되었다(자료75). 그리고 이 지점에서

천지아는 연구 필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참조 모델에 기대어

일차적으로 생성하였던 내용에 새로운 연구 시도와 내용 삭제 등을 하였다. 즉 천지

아가 자신의 연구물에 대하여 연구자로서 주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게 되

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천지아가 내용을 재구조화하고 논증을

정교화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일정한 분량의 완결된 내용을 생성해낸 점이다. 일차

적인 내용 생성을 위해 천지아는 [자료39]에서와 같이 수집한 자료를 자신이 이해하

는 방식대로 분석하여 기술하기 위해 참조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천지아(FM)와 같이 얀몽(FM)과 장루이(FM), 왕단(FD)도 연구 초반이나 초고 생

성하기 단계에서 참조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

으로 얀몽은 [자료9]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모티브라는 큰 주제를 다른 논문을 읽다

가 재미있겠다고 생각”하면서 ‘모티브’라는 키워드로 주제를 좁힐 수 있게 되었고, 장

루이(FM)는 [자료25]에서와 같이 “화행이론에 대해 재밌다고 생각해서 그거 관련 박

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 다 읽으면서” 학위 논문에 필요한 이론적인 배경을 쌓

았다. 그리고 왕단(FD)도 [자료19]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위 논문 작성에서 겪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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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론 검토와 유사한 주제

의 논문을 찾아서 읽었고, [자료24]에서와 같이 한국어 학위 논문 작성에 필요한 장

르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전공 안의 학위 논문들”을 읽으며 그것을 참조 모델

삼았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작성하고 있는 논문의 최종 완성도의 기준은 [자료70]에

서와 같이 “뜨개질 해 놓은 것” 같은 선배들의 논문과 같이 체계성을 갖추어 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사례들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이 내용을 생성하는 초기 단

계에서 모방에 가까운 방식으로 참고 문헌의 자료가 내용 생성에 활용되는 양상은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나타나는 역동적, 과도기적 양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

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의 이러한 내용 생성에 활용되는 참조 모델은 반드시 초기

과도기적 과정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천지아(FM)와 같이 새로

운 논의와 내용을 재구성, 재창조해 내는 연구 필자로서의 ‘내 논문’의 가치를 만들

어 내는 방향으로, 또 왕단(FD)과 같이 자신의 논문의 질을 가늠해보는 기준으로 사

용될 수 있도록 참조 모델 활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조력자와의 상호작용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이끄는 두 번째 추동력은 조력자의 역할

을 담당하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과의 질적, 양적 상호작용이다. 학문 담화

공동체라는 전문 지식을 지닌 특정 독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은 상호작용적 행위로 규정된다. 대학원에서는 논문 연구나 세미나 등의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정기적․비정기적인 논문 지도와 세미나와 논문

발표장 등의 학업의 장(場)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외국인 유학생은

이 학업의 장을 통해 학위 논문에 대한 장르 지식을 형성하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

은 참조 모델을 통해 확보한 장르 지식을 자신의 학위 논문 텍스트에 적용하고 검

토․확인, 도전, 지식의 재창출을 하는 데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외국인 유

학생이 연구 필자로서 학위 논문에 대한 장르 지식을 온전한 자기 지식으로 내면화

시키는 데까지 성장해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성장에는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조력자와의 상호작용의 정도와 조력의 방식, 그리고 조력자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

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텍스트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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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력자의 영향으로 학위 논문 텍스트를 수정하기도 하고 문제의 돌파구를 찾

아 나가는 방식으로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간다. 따라서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대

학원생 유학생들이 학위 논문에 대한 장르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 발전시켜 나가

기 위해서는 모어 화자인 한국인 조력자와의 질적인 상호작용의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 중 과제가 해결되는 지점마다 조력자와

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이 있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의 기회가 정기적으로 확보될 때

연구 참여자들의 학위 논문의 완성도가 높아졌다.

일차 면담의 설문과 이후의 심층 면담을 통해 파악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유형은 지도 교수, 심사위원, 동일 전공의 한국인

대학원생 동료와 동일 언어권의 대학원생 동료, 언어 교환 학생 등이었다. 각 조력자

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연구 참여자는 이

들과의 협력적 상호작용 속에서 연구 수행 능력과 학술적 텍스트 구성 능력,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을 확보해 나가며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

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거나 해결 방향을 찾아갔다.

면담을 통하여 각 조력자와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 경우와 그러지 못한 경우

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질적인 상호작용은 단순히 시간상(양적으로)으로 상호

작용의 기회가 확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질적인 상호작용은 양적인 상

호작용보다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많은 시간을 확보하였다

고 하더라도 연구 참여자가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이나

내용을 생성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호작용이라면 상호작용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더라도 연구 참여자가 고민하던 질문과 그에 대한 확

신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상호작용은 연구 참여자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추동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추동하는

연구 참여자와 조력자와의 상호작용을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

자 한다.

(1) 조력자와의 질적인 상호작용

Ⅲ장 1절의 [자료36]과 [자료37], [자료38]에서 각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 문제를 명

료화시키게 된 경험적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각 연구 참여자들을 둘러싼 학

위 논문 작성 과정에 조력하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각 연구 참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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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91]_장루이(FM)

참여자: 그 때 그 박** 선배님이(√께) 여쭤봤는데↗ 박** 선배님이 체면을 추가

해 보라고 체면이론 쪽으로 해석하면 더 불평 가르치기보다는 그 체면을

고려해서 불평의 정도를 낮추어 공손하게 이런 방향 생각으로 해 보면

더 잘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연구자: 아..한국인들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참여자: 처음엔 (제 논문에) 체면 이론 없었어요. 그냥 불평화행만 했는데 교육적

인 거 못 찾아서 포기할 뻔하다가 박**선배님이 힌트 주셔서 제가 그쪽

도 다시 공부해서 추가하게 됐어요. 처음에 논문 연구 시간에 지도 선생

님이 불평화행의 교육적 가치 물어 보셨는데 제가 답을 찾지 못해서 계

속 고민하다가 포기하려고 했는데 흐흐(웃음) 그 박사 선배님한테 물어

봤는데 그 박사 선배님이 그거 체면이론 있는데 그거 좀 찾아보라고 말

해 주셔서 찾아보면서 답을 찾았어요.

연구자: 그리고 다시 시작한 거예요?

참여자: 제가 완전 포기한 거는 아니라 그냥 그 질문 받고 2주 동안 다음 논문

연구 시간 발표 준비하면서 고민하면서 제가 답을 못 찾아서 포기하려고

흐흐(웃음) 다른 주제 찾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세미나 때 도움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박사 선배님들 많이 바빠서 세미나 없어졌지만 그때 박

사 선배님들이 많이 질문하고 방향에 대해 말해 줬어요. 근데 우리끼리

세미나는 안 돼요. 우리 다 외국인 석사들이라서 잘 몰라요. 흐흐(웃음)

꼭 박사 선배님, 한국인 박사 선배님 있어야 해요. 아니면 중국인 박사

** 선배님이라도 흐흐(웃음)

초점화되어 있지 않은 연구 문제로 돌아가 연구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질적인 상호작

용을 이끌어 내었다.

특히 장루이(FM)는 [자료38]에서와 같이 논문 연구 시간에 준비해 간 논문 주제

에 대한 발표를 들은 지도 교수가 불평 화행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

문을 던졌을 때에서야 비로소 불평화행의 교육 가치와 적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주의 고민 끝에도 자신의 연구 주제의 교육적 가치와 적

용에 대하여 마땅한 답을 얻을 수 없었던 장루이는 연구 주제를 변경해야겠다는 결

심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연구 주제를 변경하기 전에 세미나에 참석하여 동일

전공의 한국인 박사 과정생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의도하지 않게 문제를 해결

할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이에 대한 면담 자료는 [자료9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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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91]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장루이(FM)는 논문 연구 시간에 지도 교수로부

터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한 번도 고려해본 적이 없는 교육적 함의에 대한 결정적인

질문을 받게 되었지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장루

이는 논문 연구 시간 외에 한국인 박사 과정생도 함께 참여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국인 박사 선배에게 자신의 연구 고민을 털어놓게 되고 이때 불평 화행을 가르치

고자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체면을 고려하는 불평 화행 전략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는 조언을 듣는다. 이 조언으로 장루이는 체면이론을 공부하며 체면을 중시하지만

체면 훼손의 지점을 다르게 인식하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 차이에 흥미를 느끼며 연

구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자료91]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장루이는

“우리끼리 세미나는 안 돼요.”, “우리 다 외국인 석사들이라서 잘 몰라요.”, “꼭 박사

선배님, 한국인 박사 선배님 있어야 해요. 아니면 중국인 박사 선배님이라도”라는 표

현으로 조력자와의 질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의미 있는 진

술을 하였다. 즉 장루이가 참석하고 있는 세미나에서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많은 도

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논문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며 ‘방향’에 대하여 함

께 고민해 주는 박사 선배, 대학원 동료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연구 경험의 측면에서 외국인 연구 참여자들보다 상위 수준에 있는 동

료 집단과의 질적인 상호작용은 학위 논문 과정에 있는 초보 연구자를 이끌어주는

추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의 근거는 예일 교수 학습 센터에서 진행하

는 ‘동료 평가 집단(Peer-Review Groups)’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 Ⅲ-4> 예일 대학의 교수 학습 센터의 동료 평가 프로그램

동료 평가 집단(Peer-Review Groups)

학위 논문

인문학 글쓰기

연구 논문

사회 과학 글쓰기

� 동료 평가 그룹은 안전하고 스트레스가 적은 환경을 제공한다.

�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진행 중인 작업을 공유한다.

� 모든 글쓰기 단계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 매 학기마다 약 4-5 개의 그룹이 조직된다.

� 회원들은 대학원생과 비슷한 단계에 있다.

� 모임을 조직하고 계획한다.

� 발표 일정을 만든다.

� 출석을 확인한다.

� 대학원 전문가 집단(박사 과정생이나 박사 후 과정생)이 참여하여 토론

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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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예일 대학의 교수 학습 센터에서 이러한 동

료 평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학문 담화 공동체 내 학문적 담론이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제를 확보,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러한 동료 평가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교수 집단과 직접

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어려울 때 동료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술적 글쓰기의

문제를 모색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료 집단 안에서 대학원생들은 좀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질적 상호작용의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이는 동료들과의 친밀성, 즉 라포 형성으로 인해 교수 집단과의 상호

작용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심리적 압박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심리적 압박이 적은

환경에서 동료 사이에 오가는 상호평가는 상호 협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결

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데, [자료9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문 담화 공동체 내에

서 상대적으로 연구 경험이 많은 선배 대학원생이 공동체의 구성원 간의 지식을 적

극적으로 공유하고 교류할 때 초보 연구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연구 문제의

퍼즐 조각을 맞추어갈 수 있도록 추동하였다. 이영옥(2015: 15)은 문제 파악 능력이

없으면 당면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보지 못하여 본질이 아닌 사소한 것에

주목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즉 논문 작성 경험이 있는 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이 석

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보다 문제 해결 능력, 즉 문제 파악 능력이 더 높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질문과 방향 제시가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상호작용 집

단에 연구 논문이나 학위 논문 작성과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박사 과정생이나 박사

후 과정생과 같은 (준)전문가가 존재한다면 이들이 제공하는 피드백은 일정한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때문에 동료 집단 간에 지식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축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 간에 질적 상호작용의 장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료9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루이(FM)가 지도 교수의 지위와 지식

의 간극 차(지식의 극심한 비대칭성)에 대하여 압박을 느껴 학위 논문 과정에서 생

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을 때 지도 교수와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찾기에 앞서 동

료 집단 안에서 상호작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점이다. 이는 학위 논문 작성이

라는 공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학원 동료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심리적

압박이 적어 더 수월하게 장루이의 현 상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질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라포 형성이 전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력자 역할을 하는 동료의 연구 경험과 지식이 일정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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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담보하여 문제 파악과 해결 능력을 지녀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 장루이(FM)의 “우리끼리 세미나는 안 돼요.”라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석사 학위 논문과 학술 소논문을 써 본 연구자로서의 경험이 확보된

박사 과정생과 같은 (준)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가 구성된다면 라포 형성과 지식

의 완만한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피드백이 제공될 수 있어 질적인 상호작용

이 일어날 충분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즉,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동료 대학원 전문

가 집단은 동료 평가 집단에서 단순히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교수

자의 역할만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초보 연구자가 가지는 연구 수행에 대

한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긍정적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2) 조력자와의 양적인 상호작용

조력자와의 질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은 조력자와의 정기적인 면담

과 만남 등 시간의 양도 확보해야 한다. 학문 담화 공동체 내 구성원과의 라포는 공

통의 학문적 경험과 지식의 공유라는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지

내며 형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담화 공동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참여 기제

를 통하여 학문적 활동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담아낼 공통의 언어와 내용을 형성하

고 공유하는 것을 담보해야 한다.

왕단(FD)은 [자료4]에서 학문 담화 공동체내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4년 동

안 정말 분주하게” 다니며 구성원 간의 “상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마

련하였다. 그리고 [자료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틀린 거를 지적 받아야 내가 틀렸

다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뻔뻔

해지기로 결심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발언하고 말도 길게 하는 의도적인 노

력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토하나 틀리고 단어 하나 틀렸다고 안 하는 것보다 열

심히” 써서 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은 학문 담화 공동체 내 구성원으로 참여할 기회

를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료47], [자료48]에서는 왕단(FD)이 지도 교수의 학문적 영향 속에 고무되

어 학위 논문 작성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왕단은 다른 연

구 참여자들과 달리 학위 논문 작성 단계의 초반부터 자신의 학위 논문 작성에 대하

여 연구자 되기 또는 학자 되기라는 말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였다. 왕단은 학문

담화 공동체의 도움 없이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해내는 게 학위 논문이라는 것

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로 지도 교수와의 정기적인 면담이나 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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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92]_왕단(FD)
연구자: 그리고 선생님은 학위논문 작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

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참여자: 아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지도 교수님을 만나 뵙는 거요. 정기

적으로 선생님을 만나는 거.

연구자: 보통 선생님과의 면담은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참여자: 우리는 선생님과 꼭 식사를 같이 해야 돼요 매주. 근데 꼭꼭 참석하는 것

은 아니지만 공부하려는 사람은 꼭 가서 선생님을 봬요. 그래서 저는 글

을 써 가든 안 써 가든 가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말할 수 있는 기회

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선생님하고. 그리고 만약에 전번 주에 뭔가를

드렸으면 다음 주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

선 피드백 받을 만한 글을 준비해서 냈으면 선생님이 불러요. 그러면 산

에 같이 올라가는 길에서 적어도 15분↗ 정도는 개인적으로 지도를 받으

니까. 그런 기회를 잡아서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그때 해야 해요.

연구자: 근데 논문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었을 때 심리적으로 지도 교수님을

뵙는 게 어렵잖아요.

참여자: 그러면 고무가 되죠.

연구자: 네↗ 고무↗

참여자: 왜냐하면 다들 들고 왔는데 나만 밥 먹으러 왔다↗ 여기 죄책감이 있죠.

그리고 부끄러움이 있죠. 그러면 다음 주에 뭐라도 내야지라는 생각을 갖

게 되니까

연구자: 아아, 그래서 준비가 안 되도 무릅쓰고 일부러 참석하는 거네요.

참여자: 네네, 그죠 일부러 가야죠. 그래서 일부러 가서↗ 얼굴을 못 들면 선생님

이 아세요. 아아 왕단이 너 이번 주는 못 들고 왔냐 아이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서 그래도 밥은 먹으러 와야 되지 내 얼굴은 봐야 되지

이런 식으로요.

연구자: 저도 조**선생님 알고 있죠. 좋으시다는 거.

참여자: 하하(웃음). 네, 배려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제 만나 봬서 이야기라도

몇 마디 건네면 많이 다르거든요. 그니까 안 가는 거랑 전혀 다르기 때문

에 저는 (준비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가는 거죠.

연구자: 아아, 선생님을 뵙고 나면 논문을 써야겠다는 마음이 더 확실해진다는 거

네요.

참여자: 네네, 저 막 이번 학기 졸업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전에 한 번 드렸는

데↗ 선생님은 그래 열심히 써 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청할 때가 되니까 저는 용기를 못 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會同) 등에서의 만남까지 매우 적극적으로 챙기며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밝혔다. 면담 자료는 [자료9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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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93]_왕단(FD)

참여자: 저는 평소부터 느껴진 게 있었어요. 우리 일상적인 삶에 대해 되게 관심

이 많아요. 예를 들면‥ (중략) 그때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관심을 주시

는 거는 고맙지만‥ 그래도 속으로 진짜 따뜻한 분이다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마지막에 논문 지도해주실 때 보니까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 보는 사람이어야 터치↗지도를 섬세하게 해 주실 수 있어

요.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하고 너무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만날 때

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

을까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나는 왜 우리 선생님이 나를 자

주 만나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제야 좀 알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4년 동안 계속 선생님 옆에 있어 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마디

말씀 하셔도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그리고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아

너 요즘 게을렀구나 아니면 좀 일찍 와라 이 말도 직접 지적하시지 않거

든요. 프린트를 어제 했으면, 오늘 망가뜨렸어↗ 그러면 그럼 알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 이전에는 아예 이거를 파악 못한 거예요. 어제 마감

인데 오늘 내가 어떻게 프린트할 생각을 하게 됐냐는 거잖아요. 그니까

미리미리 하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말을 에돌려서 말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알아들어요.

연구자: 아, 지도 교수님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된 거네요.

참여자: 네네, 선생님과 그런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라포 그게 진짜 필

요해요.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특히 그런 신뢰 관계가 훨씬 더 필요한 거

죠. 말 때문에 더 쉽게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파악해야 그래야 내 글에서 그 지도, 가르침이 다 실

현될 수 있는 거예요. 자주 만나 뵙지 않고, 직접 만나 뵙지 않고 누구를

위의 [자료92]에서 왕단(FD)의 사례는 지도 학생과 지도 교수와의 정기적인 면담

과 만남이 확고한 라포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이 학위 논문 진행 과정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려준다. 왕단은 지도 교수와 함께하는 등산과 점심 회동

에 반드시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도 교수와의 확고하고 깊은 라포 형성에 기여

하는데, 왕단은 지도 교수와 이러한 라포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학위 논문 작성에 진

척이 없을 때에도 지도 교수를 통하여 연구 수행에 대한 독려를 받기 위해 부끄러움

을 무릅쓰고 논문 연구에 참석하여 필요한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왕단은 지도 교수와의 상호작용의 양이 라포 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결과

적으로 학위 논문 작성 중 지도 교수와 의견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주요한 갈등을 극

복하며 논문 작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동하였다고 [자료93]과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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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외국인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직접

말해도 그 의도가 제대로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

게 고쳐라 이렇게 해 보라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지

도를 받는데 선생님이 논문에 대한 말을 하더라도 저는 미리 파악해요.

여기서 선생님이 에틱 코딩도 병행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시면 그걸 이번

주에 피드백 받아서 제가 해야 하는 작업이지만은 제가 이미 선생님 성

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적하신 날에 그걸 이미 들고 간 거예

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니까 연애 관계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소통

이 필요한데 그 소통이 꼭 말로 해야 소통이 아니라 전에 했던 그 많은

말들을 해온 그 소통 그니까 맥락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연구자: 그니까 선생님은 이걸 준비하시면서 지도 교수님이 이미 이것도 요구하

실 것 같다 생각하면서 준비를 같이 해왔다는 거네요.

참여자: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피드백 주셨을 때 네 여기 들고 왔습니다 그

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선생님도 편해요. 선생님이 아 얘가 알고 있구나

내가 뭘 요구하는지를‥이렇게 해야 더 빨리 갈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우

리는 피드백 기다리는 동안에는 뭘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

피드백 받으면서 다음 단계를 생각해요. 선생님이 이거를 요구하실 거다

라고‥

연구자: 선생님과 그 정도까지의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거네요.

참여자: 네네, 근데 저도 선생님과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정말 내 의도

를 다 알고 저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기술을

피눈물 흘리면서 썼는데 그 과정은 정말 겪은 사람이어야 아는데↗ 근데

이걸 선생님한테 드리기 전부터 좀 걱정이 됐어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지

만 내가 서술한 부분이 부족한 게 많고 선생님이 내가 표현하지 못한 게

있는데 선생님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걸 각오를 해야 해요. 사

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너 너무 부정적으

로만 기술을 한다 제가 꾹 참았어요. 선생님과 저의 불일치는 당연히 일

어날 거고 그런데 그 불일치를 맞춰가는 노력이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선생님이 이해하시지 못하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이해 영

역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다루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기술

할 수 없고 그러나 내 앞으로의 글이거나 아니면 내가 분석 단계에 들어

가는 자료로 내가 계속 선생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

고. 그 반대로 선생님도 이 애가 왜 이렇게 썼을까 하고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인지해야 되고 그 연구에 대해서 같은 길로 가게끔 둘이 같이 노력

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혹시 선생님의 관심이 내 연구 주제와 좀 다르고

좀 다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왜 이렇게 지적하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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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를 파악하면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때는 약간의 상처를 받았지만 돌

아와서 그 지적을 계속 되살려 생각해봤어요. (중략) 앞으로 내 글이 앞

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보이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셔서

그럴까↗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선생님이 걱정하는

부분의 기술을 좀 줄이자 왜냐하면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그래

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맞지 않지만 맞추려고 해야 하는 거죠. 그니까 선

생님 입장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이해하지 않으면 주변에

서 그게 계속 되살아나서 맴돌아요. 오늘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아아 그래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분은

이런 분이다 하면↗ 그게 답이 나와요. 근데 평소부터 소통이 없고 선생

님하고 아무튼 뭔가가 없으면 그냥 남이죠. 그럼 이런 말 한 마디 하실

때마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자주 보고 좋게 보면 그

사람의 의도가 들어와요.

위의 [자료93]에서 왕단은 자주 보지 않는 관계에서는 말 한 마디에도 그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신경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세세한 지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밝혔

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언어 제약으로 인해 더 쉽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논문

지도에서 지도 교수와 신뢰의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왕단은 지

도 교수에게 정기적으로 논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는데, 깊은 라포의 형성으로 지

도 교수의 피드백을 기다리면서도 자신이 논문 작성의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

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때로 자신의 글에 대한 지

도 교수의 부정적인 피드백과 부족한 이해의 반응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나 맴

도는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분은 이런 분”이라는 신뢰

속에 연구 관점에 대한 불일치를 조율해 가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처럼 왕단이 학위 논문 작성 과정 중 지도 교수와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지점에서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왕단의 말처럼 “그 소통이 꼭 말로 해야 소통이

아니라 전에 했던 그 많은 말들을 해온 그 소통, 그러니까 맥락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주요한 추동력

으로 작용하는 참조 모델의 활용과 조력자와의 상호작용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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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외국인 유학생의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모형

[그림 Ⅲ-2]에서와 같이 학위 논문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제이언

어 사용자로서의 필자 정체성을 인식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한국어 담화 공

동체의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이해가 낮고 장르 지식이 부족하여 참조 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모방을 통한 학위 논문 작성을 시도하게 된다. 학

위 논문을 진행하게 되면서 외국인 유학생은 점차 모방 단계에서 나아가 학문 담화

공동체 내 축적된 참조 지식을 자신의 내용 생성에 필요한 만큼 공유하여 가져오게

된다. 이때 외국인 유학생이 공유하게 되는 참조 지식의 활용은 자료 통합적 글쓰기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연구 주제에 필요한 참조 지식을 요

약하여 인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학술적 글쓰기 텍스트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참조 지식을 자신의 논문에 인용하는 단계에서 학술적 텍스트 구성 필자로서의 고

민이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유학생은 참조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연

구 주제의 내용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된다. 이때는 단순히 참조 지식을 필요한 만큼

요약하고 나열하는 것에서 나아가 논의를 하려는 시도들이 보인다. 내용의 재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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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정교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심사의 과정과 지도 교수의 논문 지도를 통해 강

화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술적 텍스트 구성 필자의 정체성이 점차 강하게 발현된다.

그러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학술적 텍스트 구성 필자와 연구 필자의 정체성의

경계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경계를 넘나들며 논문을 진행해 가

기 때문에 연구 필자와 학술적 텍스트 구성 필자 사이의 경계를 점선으로 표시하였

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연구 수행의 결과는 결국 학술적 텍스트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위 논문 작성 과정 중 연구 설계에 따른 연구 수행의 측면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때와 글쓰기 수행의 측면에 좀 더 집중하게 되는 때가 존재하기에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필자를 학술적 텍스트 구성 필자와 연구 수행

필자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결국 연구 필자는 학술적 텍스트를 구성해 낼 수 있는 학술적 텍스트 구성 능력을

바탕으로 발현된다. 그러나 학위 논문 작성은 단순히 학술적 텍스트 구성 능력이나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만으로 가능한 글쓰기가 아니다. 특정 연구 영역 안에서 연

구 주제와 방법을 선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이론적 틀을 세워 분석할 수 있

는, 즉 연구 수행이 이루어져야만 텍스트 구성이 가능한 글쓰기이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연구 수행 필자의 정체성을 인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문 담화 공동체의 조력의 방식도 외국인 유학생이 주체적인

연구자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관점을 강조한다.

정리하자면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참조 모델을 활용하여 학위 논문 텍스

트를 구성해가는 역동적인 부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첫 단계에서의 참조 모델의

활용 양상은 참조 지식이 단순히 모방되는 단계이고, 그 다음의 발전 단계가 참조

지식을 요약하거나 나열하는 수준에서 학위 논문 텍스트에서 연구 주제와 직접적으

로 관련 있는 기술의 내용을 중심으로 인용하는 지점을 나타낸다. 세 번째 참조 모

델의 활용 단계는 외국인 유학생이 참조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논의를 덧붙이는

단계, 즉 논증이 가능해지는 단계를 의미한다. 마지막 참조 모델의 활용 단계에서는

학술적 텍스트 구성 필자와 연구 필자의 경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단계로 이 단계의

학술적 텍스트 구성 필자는 연구 수행에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어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연구 수행 능력을 갖춘 연구 필자

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추동하는 하나의 축인 참조 모델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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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또 다른 추동력인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 즉 조력자와

의 상호작용이 담보되어야만 학위 논문 텍스트의 질적인 변화도 담보될 수 있다. 즉

외국인 유학생과 조력자 간 상호작용의 두 가지 양상인, 질적인 상호작용과 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에만 학위 논문 텍스트의 완성도를 보장할 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과 조력자 관계에

는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라포 형성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과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이 강화

되고 약화되는 지점을 강조하고자 강화되는 지점은 실선으로, 약화되는 지점은 점선

으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외국인 유학생이 지도 교수와 상호작용을 할 때 제이언

어 사용자가 겪는 언어적인 제약이 본질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 즉 한국인 대학원 동료나 언어 교환 학생의 조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이언어 사용 필자인 외국인 유학생과 지도 교수 간에 이루

어지는 상호작용은 점선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제이언어 사용 필자 정체성은 학술적

텍스트 구성 필자와 연구 필자로서의 정체성이 발현되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되면서 자연스럽게 약화된다. 오히려 지도 교수 및 심

사 위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 수행 필자와 학술적 텍스트

구성 필자 정체성이 강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인 한국인 대학원 동료와 언어 교환 학생은 외국인 유학생

이 학술적 텍스트 구성과 표현의 측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갈 수 있도록 조력

한다. 특히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심사를 받기 위한 심사

본 텍스트가 완결되는 시점마다 텍스트 표현을 중심으로 수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

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언어적인 제약에 주목하게 되므로 제이언

어 사용 필자인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모어 화자인 한국인 대학원 동료, 언어 교

환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과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실선과 점선으로 각각 표시한 것은 학위 논문 작성 과정 가운데 있는 외국인 유학생

의 특수한 지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즉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 논문 작성의 각 단

계에서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과 라포를 전제로 질적인 상호작용과 양적인 상호작

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연구 수행 필자와 학술적 텍스트 구성 필자 정체성이 부각

되는 지점은 실선으로, 제이언어 사용 필자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지는 지점은 점선으

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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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교육 내용

및 지원 방안

Ⅳ에서는 Ⅲ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의 목표와 외국인 유학생과

의 상호작용 과정 가운데 학문 담화 공동체가 보여주어야 할 이해의 실제,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위 논문 작성 교육 내용의 실제에 대하여 논하고 마지막으

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

고자 한다. 여기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라고 한 것은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 학문

담화 공동체를 이룬 기존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로 수행된 이 연구에서 각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얻은 결론은 학

위 논문 작성 교육을 위하여 대학 내 여러 정책적 지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체

적인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위 논문을 쓰는 전 과정을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의사소통을 수

행하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Ⅲ장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과 지식 체계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 비모어 화자라는 언어적 제

약을 해결해 나가는 주요한 방법이자 수단이 된다. 그러나 심사의 과정을 포함하는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은 근본적으로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담보해

야만 가능한 글쓰기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금까지 다루어온 연구 주제와 방법, 내용들이 기존 학문 담

화 공동체 내에서 생산되고 축적되어 온 학위 논문들과 유사성이 높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위 논문 작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참

조 모델과 조력자와의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되며 이를 활용하여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을 생산하고 그 지식 체계에 기여하는, 즉 학문 담화 공동

체의 지식 생산의 주체적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조 모델과 조력자와의

상호작용에 기대는 것은 학위 논문이 오롯이 연구자 개인의 인지적 산출물이 아니

며, 전문 독자층의 역할을 하는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의사소통적이고 의미 협상의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사회 구성적 결과물이라는 본질적 성격 안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과 구성원의 조력 자체가 외국인 유학생들

의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도 견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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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연구 수행 능력을 확보하고 함양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학문 담화

공동체의 손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관점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Ⅳ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담고 있는 Ⅲ장의 기술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의 목표와 이해의 실제, 교육 내용의 실제, 마지막으로 정책

을 제안하였다.

1.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의 목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자신의 모어가 아닌 한국어로 학위 논문을 쓰면서

언어와 연구와 관련한 여러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언어 능력과 함께 인지․학술적 능력도 함양시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한국어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의 목표를 학술적 언어의 형식과 기능 함양

에만 머무르지 않고 작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유학생의 내적․외적 영향 요인

과 함께 다층적으로 다루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의 목표와 내

용과 방법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대학원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은 필자이며 연구자

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고 학문 담화 지식의 공유와 창출을 목적으로 학술적 글쓰기

행위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는 비단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만 요구되는 인식의 전환이 아니라 외국인 유

학생이 속해 있는 학문 담화 공동체 전체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왜냐하면 학위 논

문 작성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양적․질적 상호작용은 외

국인 유학생이 스스로 비모어 화자로서의 약점을 넘어서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학술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필자인 동시에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에 주목하도록 하여

학위 논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까지 한국어 교육은 언어 행위의 역동성과 그 행위를 둘러싼 맥락의 구체적인 영향

을 간과한 채 언어 사용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학문 담화 공동체가 용인하고 선

호하는 담화 관습의 형식과 기능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

아래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의 목표와 방향, 내용과 지원 방안을 제한적으로 탐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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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의 목표를 학술적 한국어의 형식과 기

능의 함양을 전제하는 동시에 글쓰기 행위를 통하여 비판적이고 인지적인 사고를 함

양하여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는 데 두었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구 수행자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발달시켜 나가야 함

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 수행자로서의 정체성은 학문 담화 공동체 내 전문 독자

로서 전문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구성원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전제로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의 목표가 달성된다면 대학원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은 학술적

글쓰기를 지속함으로써 언어 능력을 함양시켜 나감과 동시에 인지적․학술적 능력의

핵심인 비판적 사고 능력도 함께 향상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

위 논문 작성 능력의 확보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과 동시에 해당 학문 담화 공동

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 담화 공동체의 학위 논문 텍스트에 대한 장르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먼저 대학원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이 학문 담화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

는 장르 지식의 본질을 파악하고 다음 단계인 글쓰기를 통한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

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학문 담화 공동체의 장르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위 논문 텍스트의

장르에 맞는 논리적인 텍스트의 구조와 세부 내용을 독창적이고 비판적으로 생성하

게 하는 것이다. 세부 내용의 생성에 앞서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가 기대하는 논리

적인 형식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학위 논문 텍스트는 형식 구조를 따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거시 구조에 따라 세부 내용을 논증적으로 구성해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논증 능력은 독창성과 비판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위 논문 텍스트에 적절하고 다양한 학술적 어휘와 표현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학문 담화 공동체가 용인하는 언어 사용 능력은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으

로서의 학술적 글쓰기 능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일정 수

준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을 통해 학술적 텍스트 생산에 대한 수월성을 높인다.



- 186 -

이는 외국인 대학원생이라고 할지라도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능력이기 때문에 학술적 글쓰기 교육을 통

해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을 통해 주체적인 연구 수행자로서의 연구 능력을 확

보하게 하는 것이다. 학위 논문 작성에서 학술적 텍스트 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은

모두 연구 수행의 결과를 학위 논문 텍스트로 구성해 내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 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즉 지식 창출이 가능한 연구 수행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이상의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의 다섯 가지 목표에 도달할 때 대학원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은 학위 논문 텍스트에 대한 장르 지식을 확보하여 학문 담화 공동체의 학문

적 발전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게 될 뿐만 아니라 독창적이고 주체적인

연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연구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

로 외국인 유학생 개인의 쓰기 능력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

성원으로서의 정의적․인지적․비판적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문 담화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내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

2. 학위 논문 작성 과정 이해의 실제

이 연구는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단계에서 제이언어 사용 필자

와 학술적 글쓰기 필자, 연구 필자로서 해결해 가야 하는 과제들의 다층적이고 복합

적인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외국인 유학생은 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

서 다양한 언어적이고 텍스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하는데, 이러한 언어 능력

과 별개로 학위 논문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연구 영역과 관련된 인지적․학술적 능

력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에

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원 학문 담화 공동체에 들어온 외국인 유학생은 학위 논문

작성의 절차마다 부딪히게 되는 언어와 연구 영역의 문제들을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과 참조 모델을 활용하여 극복해 가며 연구 필자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

해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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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학문 담화 공동체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

치게 되는데, 그 영향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문 담화 공

동체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학습자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더

단단한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지속적인 상호작

용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인 참조 모델과 구성원인 조력자

가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작용하는 역할을 살폈다.

각 유형의 조력자가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지만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자 정체성

에 영향을 미치는 조력자의 역할은 바로 비판적 독자였다. 이들은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 주제를 공유하며 연구 문제의 명확성, 연구 주제의 가치, 논증적 내용 구성과

유기적인 목차 구성 등에 지속적으로 의구심이나 비판적 질문을 던짐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이 비모어 화자의 정체성에 머무르지 않고 학술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필자와

연구자로서 인지적․학술적 능력을 함양해 나가도록 자극하여 연구자 정체성을 인식

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을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가도록 이해하고 돕기 위

해서는 정의적인 영역에서의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원과 상호작용의 속도와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

한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체적인 이해의 실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학문 담화 공동체의 정의적 영역에서의 지원

연구의 서론 부분에서도 여러 번 강조한 것과 같이 학위 논문은 장기간에 걸쳐 호

흡이 긴 글을 논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생산해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

의 사고 능력이 요구되며 이로 인한 인지적 부담, 심리적 압박을 무릅써야 하는 글

쓰기이다. 이는 학술적 글쓰기를 하는 필자들이 느끼는 일반적이고 공통된 경험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학위 논문은 학술적 글쓰기 중 가장 상위의 글쓰기 능력이

필요한 글쓰기이기 때문에 필자가 글쓰기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극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학위 논문 작성 필자의 어려움을 언급하는 것은 학위 논

문을 비모어로 작성해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받게 되는 압박이 상상 이상의 것

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Ⅲ장의 [자료47]에서 왕단(FD)이 진술한 바와 같이 학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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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도저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며, 마음을 다잡으며 아이 다루듯 달래며 하

지 않고서는 끝까지 완주해 낼 수 없는 것이다.

일구어낸 학문적 성과가 큰 학문 담화 공동체일수록 보수적이며 그 공동체 구성원

들에게 상대적으로 엄격한 연구의 수준과 연구자 정체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를 뿐만 아니라 연구 풍토가 보수적이고 엄격한 학문 담화 공동체

일수록 외국인 유학생이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아이즈너(Eisner, 1994/2014:40)는 문화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살아있는 유

기체의 집단을 의미하며, 이 유기체는 자신의 성장에 호의적인 매개체 속에서 발전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이즈너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맥락은 공교육 제도에서이고

이 안에서 성장하는 학생들과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성인 교사들을 향해 한 말이

지만, 교육이라는 동일한 맥락으로 볼 때 외국인 유학생의 성장도 호의적인 매개체,

즉 학문 담화 공동체의 협력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주장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은 처음부터 학문 담화 공동체의 협력 속에서 가능

하였고 지금까지 그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 온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협력의 방식이 정의적 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Ⅲ장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어로 인지적․학술적 영역의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일에 큰 부담을 느끼며, 이 과정을 혼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자신들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호의적인 태도로 협력해 줄 조력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장 친밀한 조력자를 천지아(FM)와 장루이(FM)의 경우

는 언어 교환 학생으로, 왕단(FD)의 경우는 지도 교수와 한국인 대학원 석사 후배로,

얀몽(FM)은 한국인 대학원 동료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모든 연구 참여자의 학

위 논문 작성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력자는 지도 교수였고 상호작용의 양

(지속성과 횟수)과 질(문제 해결을 통한 논문의 진전과 텍스트의 변화)에서도 지도

교수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졌다. 그러함에도 연구 참여자들이 학위 논문 작성 과정

에서 주요한 협력을 해 주었다고 인식한 조력자는 정의적인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지

지를 해주며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조력자였다. 특히 학위 논문의 작성 과정에

서는 지도 교수와 지식의 차이(거리)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어려움에 대한 토로를

하는 지점들이 있었다. 이때 연구 참여자들은 지도 교수 이외의 다른 주요 조력자에

게 의지하였고 이들의 정의적 영역에서의 지지로 학위 논문 작성에 다시 집중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왕단(FD)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왕단과의 면담 내용은

[자료9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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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94]_왕단(FD)
연구자: 오늘 지도 교수님과의 논문 면담 시간은 어땠어요?

참여자: 제가 요즘 선생님과 긴장 관계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처음부터 계속 선생님한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략적으로 가려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지금 석사생 한 명이 선생님한테 피드백 많이 받고 이번 학기 졸

업 예정인 사람 있어요. (중략) 근데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은지 물어봤는데 그 석사생이 완전히 동의하는 거예요.

연구자: 아, 본인의 논문을 우선 주관을 가지고 써야 하다↗ 그런 거예요?

참여자: 네네, 그래서 걔가 언니 계속 너무 선생님한테 의존하지 말고. 자기도 거의 다 써

가서 제출하고 그러면서도 많이 고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선 그냥 써가요.

중요한 거는 다 선생님하고 결정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틀을

몇 번이나 바꾸고 있는데↗ 한 번 한 번 고치면서 선생님한테 교정을 받고 있다

고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나↗ 라고 물

어봤는데 그 애가 저한테 또 좋은 아이디어를 조언해 주면서(√주니까) (중략) 원

래는 지금까지 선생님하고만 직접 소통을 했는데↗ 지금 와서 글을 쓸 때마다 계

속 선생님하고 걸리니까(√부딪히니까) 선생님을 극복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

고 있어요. 그니까 주변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찾아서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때

어떻게 글을 썼냐 어떤 절차를 밟고↗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았는데 걔가 언니 이

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지금 완전히 선생님한테만 맞출 수는 없고 언니가

언니대로 생각한 거를 쭉 써 내려가고↘ 근데 일단을 소통은 해야 하니까 매주

선생님은 만나러 가고 한편으로 조용하게 써 내려가라고. (후략)

연구자: 지도 선생님은 지도 선생님의 위치에서 선생님의 논문의 완성의 기대치가 있을

거고 그 전체의 완결된 형태가 보이시겠죠. 그래서 그 수준까지 샘을 끌어올리려

고 하시는 건가 보네요.

참여자: 네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 길을 좀 망설이고 있었어요. 뭐라고 할까요↗ 헤매고

있었다고 해야겠죠. 이렇게 선생님한테만 맞추다가는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제게 힘을 주는 거죠. 언니보다 이거를 더 쓰고 싶은 사

람이 없다고. 언니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다 담고↗ 그러고 나서 삭제하든 어

쨌든 그 다음을 할 수 있는데 담지 않고서 망설이면 글이‥ 글이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일단은 완성을 하기로‥

연구자: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도 지도해주시는 입장이시지 이 논문의 주체는 아니라는 걸

인식하셨다는 거네요.

참여자: 네, 선생님도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 (중략) 아무래도 쓰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제가 점점 자기 고집을 가

지려고 하는 단계예요. 그니까 주변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 안에서 내다운(√나다

운) 거를 쓰려고 하니까요. 이제 지금 이 단계고 선생님 오늘 만나 뵙고 왔는데

제가 자리를 좀 멀리 피하고 있었어요. 그니까 이것도 한 가지 뭐라고 할까요‥감

춤↗ 정지가 아닌 감춤으로 해 나가는 길로 가려는 노력이기 때문에‥선생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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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예민하게 느끼고‥

연구자: 네, 선생님도 느끼고 계시겠죠.

참여자: (전략) 제가 고민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두려움이 많아요. 선생님이 더 심각한

피드백을 하시면 저는 당황해서 더 못 쓰거든요. 근데 제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으

면 선생님과 이 신뢰 관계가 또 깨질 수 있으니까‥하하(웃음) 근데 더 궁금한 거

는 제가 선생님을 선생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더 자주 뵙고↗ 꼭 나한테

말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다른 사람한테 지도할 때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략) 오늘 다른 멤버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 수업 어

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아 선생님이 요즘 하이데거의 존재의 시간

을 뭐 이렇게 하고 몸에 대한 현상학적인 그거를 줄거리를 각 학자별로 다루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소식이 저한테 와 닿는 거죠. (후략) 여기다가 맞추고 싶은데

지금 숨어버리는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멈추는 거 그걸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하는 애한테 나 이러다가 정지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 불안하

다고 하니까↗ 걔가 언니, 우선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목표를 달아라 일주일 간

얼마 완성하냐 책을 얼마만큼 읽고↗ 글은 얼마만큼 쓰냐 분석 단계로 가면 하루

에 한 쪽씩 쓰고 만약에 이론적인 기초 기술만 하면 하루에 두 쪽 이상씩은 써야

된다. 이게 명확하니까 내가 어쨌든 간에 한 쪽은 써야 된다. 이게 있기 때문에

중단하지만 않으면 앞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단기적인 목표를 짧게 짧게

해서 수시로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물어봐요. 그리고 저는 계속

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이 분야에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내

가 모를 때는 다른 멤버한테 물어보는 거죠. 누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고 있냐

하고 그러면 이 철학이나 연구 방법은 누가 누가 잘 알고 있다고 말해 주죠. 이런

거를 미리 알고 만약에 내가 쓰는 쪽으로 누가 논문을 쓰고 있는지 그 쪽으로 공

부를 했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으니까 주변과의 소통이 항상 필요한 거죠.

위의 [자료94]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왕단(FD)은 지도 교수의 논문 지도 가운데

연구 주제와 자료, 전체적인 구조, 방향 등 학위 논문의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된 상

태에서 세부적인 기술과 논의를 확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지점의 왕단은 “요

즘 선생님과 긴장 관계”, “지금 와서 글을 쓸 때마다 계속 선생님하고 걸리니까”,

“그 길을 망설이고”, “헤매고”, “이렇게 선생님한테만 맞추다가는 내가 사라질 것 같

은 느낌”, “지금 단계에서는 두려움이 많아요. 선생님이 더 심각한 피드백을 하시면

저는 당황해서 더 못 쓰거든요.” 등의 진술로 지도 교수와의 불일치, 갈등을 경험하

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의 중심 가운데는 논문의 세부적인 기술에 대한 왕단과 지도

교수의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 단계에서 왕단은 지도 교수의 요구 사항,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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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드백을 받게 되면 당황하여 더 이상 글쓰기에 집중할 수 없게 될 것 같은, 자

신감의 상실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왕단은 이러한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자 지도 교수와의 갈등을 극복한 경험

이 있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동일 전공의 한국인 석사 대학원생과의 상호작용을 시

도하였다. 그리고 한국인 대학원 동료에게 자신이 세운 논문 작성과 관련한 전략들

에 대한 정의적 지지를 얻게 되며 학위 논문 작성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 가운데 왕단은 비록 지도 교수의 요구 사항을 다 담아낼 수 있

는 만족스러운 글쓰기는 할 수 없었지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나다운

거’를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즉 지도 교수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갈등을 겪으면서도 주변의 주요 조력자들과 수시로 대화하고 물어보며 자신의 논문

의 길을 찾아가고자 하였다. 이때 같은 전공의 한국인 대학원 동료에게 “언니보다

이거를 더 쓰고 싶은 사람이 없다”, “언니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다 담고”, “그러

고 나서 삭제하든 어쨌든 그 다음을 할 수 있는데 담지 않고서 망설이면 글이‥ 글

이 될 수 없다.”라는 조언과 격려를 통해 자신의 방식으로 완결된 논문을 쓰고자 하

는 노력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왕단은 이 단계를 논문 작성의 ‘정지’가 아닌 ‘감춤’으로 보고 있었는데 자신의 이

러한 ‘감춤’의 단계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학위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동일 전공의 한국인 대학원 동료를 통해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왕단은 이러한

‘감춤’이 ‘멈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연구 방법과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지니고 있는 주변 조력자들과의 ‘대화’와 ‘질문’을 통한 소통, 즉 적극적인 상

호작용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러한 주변 조력자들과의 상호작용은 궁

극적으로 지도 교수와의 지적인 수준과 관점의 차이를 메워가는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와 같이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글쓰기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지도 교수와의 상호작용 가운데

서도 다양한 내적․외적 요인들로 인해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학

위 논문의 작성 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양한 방해물들을 극복하고 다시

학위 논문 작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이 제공해주는

정의적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지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정의적 영역에서

의 상호작용이 전제될 때 학위 논문 작성에서의 인지적인 부담까지도 무릅쓸 수 있

는 동기도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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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95]_왕단(FD)

연구자: 외국인 유학생이라서 지도 교수님께 논문 지도를 받을 때 겪는 어려움은 없어요?

참여자: 많죠. 우선 말귀를‥물론 다들 논문 쓰는 사람들은 어렵지만은 외국인이라 더 어려운 점

이 많죠. 제가 제일 어렵게 느껴질 때도 많죠. 그니까 원래 학문적으로 어려운데다가 어

려운 말을 쓰는데다가 그 즉시로 반응을 못하는 거. 그니까 물어보고 싶어도 내가 확실

2) 상호작용 대상의 속도와 수준에 대한 고려

앞 절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여러 내적 외적 방해 요인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정의적 영역에서의 지원과 원활한 상

호작용이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문 담화 공동체

와 질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을 때 학위 논문 쓰기에 큰 진전을 보였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학습자의 언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쳤

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지도 교수와의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연구 주제를 초점화

하고 학위 논문 전체의 논리적 체계를 잡아가며 논문 쓰기를 진행하였다. [자료94]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도 교수와의 불일치, 갈등을 경험하는 단계에서는 이것을 조

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때 대학원 동료의 역할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동료 대

학원생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유학생과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 간에 진정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위해

서는 조력의 역할을 감당하는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진정한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조력의

방식과 내용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협력을 위한 상호작용을 위

해 학문 담화 공동체의 조력자는 두 가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바로 상호작용의

속도와 수준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상

호작용이 일어나려면 서로 상대의 수준과 속도에 맞추기 위해 공조적인 협력이 이루

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수준과 속도를 서로 맞추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교육적

사건이 일어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될 수

있다. 따라서 조력자는 상대방의 단계와 속도에 맞추어 교육 활동을 상승적으로 촉

진시켜 나가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왕단(FD)은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지도 교수와의 면담 시간에 논문 지도를

받을 때의 어려움을 다음 [자료95]에서와 같이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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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 건지를 그 당장에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니까 내가 내용을

못 알아듣는 건지 한국어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헷갈리니까 주저하는 거죠. 제가

지도 교수님과 면담할 때 녹음을 하잖아요. 그거 집에 가지고 가서 몇 번 들어요.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서 들으면서 내가 이해한 말하고 틀린(√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선

생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대답을 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그러면

선생님이 답답한 표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나

는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돌아와 다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그런 뜻으로 얘기하

신 게 아닌 거 같아‥ 그래서 왜 나는 엉뚱한 말했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요. 그

러면 속상할 때도 있죠 물론.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어처구니없다고 생각하‥. 그니까 선

생님이 더 지도를 하려고 해도 내가 완전히 주제에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그래서 의

사소통을 할 때 저는 언어 외에 몸짓, 표정, 눈빛 이런 걸로 더 잡아야 하는 그니까 저는

장애인은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자: 아,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는데 때때로 본인이 장애인처럼 느껴진다고요↗

참여자: 네네, 완전히 말로만으로는 안 되니까 표정이라도 봐야 하고 지금 도대체 상황이 긍정인

지 부정인지 파악해야 되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유심히 바라보는 것

밖에 없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되게 힘들죠↘ 그니까 전화로 하면

더 모르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전화로 지도를 안 받아요. 그래서 꼭 선생님 얼굴을 봐야

하고 녹음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왜 왕단이는 얘기를 하면은 왜 얼굴을 보

면 눈을 둥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주면서 나를 보는지 모르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

어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연구자: 아, 선생님이 집중하기 위한 몸의 반응 같은 거네요.

참여자: 네네, 말 외에도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니까. 손짓 한 번만 해도 그게 부정인

지 긍정인지 신호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피드백을 파악하려면 제 모든 걸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달라요.

연구자: 선생님과 면담하면서 제가 논문을 쓰는 과정과 그 가운데 겪는 갈등들이 참 유사하다 이

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언어적인 문제까지 있으니까 힘이 몇 배로 들어가는 것 같

다는 생각이 들어요.

왕단(FE)은 자신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도 교수의 논문에 대한 피드백을 파악하

기 위해서 자신의 온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을 밝혔다. 또한 논문 지도가 이루

어질 때 지도 교수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파악, 즉 자신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 자체의 난해함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였다. 지도 교수와의 면담은 반드시 면대면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받는

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도 교수가 전달하는 말 외에 표정과 몸짓, 눈빛 등을 통해 자

신의 글에 대한 지도 교수의 반응을 살피려는 노력을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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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96]_왕단(FD)

연구자: 이미 큰 결정들은 지도 선생님하고 한 거죠?

참여자: 그죠, 이미 주제는 결정됐고 어떤 이론적 베이스를 선택할 건지 그니까 어떤 철학적 글을

가져오고‥ 이런 건 다 정해놓고 방법론도 다 골격이 나온 상태에서 수정해 나가는 과정

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더 세밀하게 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계속 선생님과 얘기하

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선생님과 입장이 달라서. 그

니까 아직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그 높이, 깊이에 제가 당장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요. 그게 이상적이라는 거 알고 제가 거기까지 닿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면

손 놓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든 그 중간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내 스스로 어떤 노

력을 더 해야 되고↗ 어떤 타협을 하면서 해야 할지‥하하(웃음) (중략) 물론 당연하게

이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건 맞는데↗ 그리고 보이더라도 선생님의 보임과

제 보임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보임만 쓸 수 없잖아요. (중략) 매주 뭔

가를 드렸던 왕단이가 3주 4주 동안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 이 자체에 대해 선생님도

내 속에 뭔가 많은 갈등이 있다는 거를 아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딱 한 가지는‥ 좀 믿

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

교수와의 면담을 녹음하여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는 과정도 거

쳤다. 왕단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힘을

주면서” 지도 교수의 모든 반응을 살피고 나서도 여러 번에 걸쳐 지도 교수의 피드

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들어야만 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밝혔다.

왕단의 이러한 노력의 바탕에는 자신과 지도 교수의 지적인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

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특히 앞의 [자료94]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왕단이 일

정한 기간 동안 지도 교수와 갈등을 경험할 때 그 갈등의 원인이 ‘선생님의 보임’과

‘자신의 보임’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왕단과의 면담 내용은 [자료96]

과 같다.

[자료96]에서와 같이 왕단은 이러한 지식의 차이는 지도 교수와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현재 지도 교수가 서 있는 곳에 단번

에 도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인식과 함께 ‘선생님의 보임’만 쓰는 것은 ‘자신의 논문’

이 아니라는 연구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도 하고 있었다. 지도 교수의 요구 사항이

이후에 돌이켜보면 이상적인 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인정, 즉 지도 교수에 대

한 신뢰도 보였다. 그러나 현 단계의 자신은 고민이라는 과정 없이 지도 교수의 요

구 사항을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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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고 헤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고민의 시간을 경험할 때 왕단은 자신의 글

쓰기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데, 느려진 속도는 내적 갈등을 겪는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으로 “좀 믿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지도 교수

에 대한 바람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력자와 외국인 유학

생 사이에서 속도 차이가 발생했을 때 조력자는 상호작용의 주기와 방식을 어떤 방

식으로 조율해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즉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들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

력자는 외국인 유학생이 처해 있는 각 지점마다 조력의 내용, 즉 피드백의 내용의

수준과 순서, 속도 등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식의 비대칭적 구조에서 예컨대, 교수 집단과 외국인 유학생 간의 상하

관계의 상호작용에서는 그 속도를 조율하고자 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그것은

지식의 제공자(교수 집단, 한국인 동료 대학원생 등)가 지식의 수여자(외국인 유학

생)를 위해 협력(상호작용)의 속도를 조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빠른 쪽이 느

린 쪽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교육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성욱

(2006: 120)에서는 느린 쪽에 맞게 속도를 늦추는 것은 상호작용을 하는 두 대상 간

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지만, 느린 쪽이 빠른 쪽에 맞게 상호작용의 속도를

따라가고자 할 때 교육 활동의 호흡 자체가 급작스럽게 무너짐으로써 상호작용의 관

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문 담화 공동체의 조력자는 이

상호작용의 지속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지식의 수준에 맞추어 협력의 계획과 전략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학위 논문 작성 교육 내용의 실제

외국인 유학생은 처음 학위 논문을 위한 연구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탐색에서부터

학위 논문 텍스트의 전체 구조나 각 장의 세부적인 구성과 내용 기술 방식, 관습적

으로 사용하는 학술적 텍스트의 언어 표현 등에 이르기까지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의

단계마다 부족한 학위 논문 텍스트에 대한 장르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참조 문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조력자와의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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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연구자 자신이 먼저 연구의 주체가 되어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인식할 때

학습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때 학습자는 참조 문헌에 기대어 언어적

인 문제와 텍스트 구성 문제, 연구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학습자는 참조 문헌

검색을 통해 자신의 연구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참조 모델을 선정하고 참조 모델을 상당 부분 의존하여 학위 논문 텍스트를 생산하

거나 수정해 갔다. 그런데 참조 모델은 외국인 유학생의 언어와 연구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때로는 외국인 유학생가가 목표로 하는 학위 논문의 수준이 참조 모델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참조 모델을 탐색하고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진행된 수차례의 심층 면담을 통해 포

착된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해질 때 학습자가 비

모어 화자로서의 약점을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연구자의 자세로 연구 문제

의 명확성, 연구 방법과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을 위한 이론과 분석틀을 고민

하거나 학술적 글쓰기의 필자로서 논증적인 글의 구성과 각 장과 절의 논리적 연결

에 집중하며 고민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이 자신의 연구 주제와 유

사한 학위 논문을 모델로 선정할 경우 우선적으로 참조 모델에서 보여주는 목차 구

성이나 내용 구성 방식, 분석틀에 갇혀 연구자로서 새로운 기술이나 내용 구성, 새로

운 분석틀에 대한 고민 등을 지체시켰다. 이는 창의적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약화

시킨다는 점에서 참조 모델이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부정적으로

기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학문 담화 공동체 안에서 조력자와의 질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의 초기 내용 생성을 위해 모방되는 참조 모델

은 공유와 지식 생산과 학문 공동체의 지식 체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재창출되어 가야 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을 위한 내용과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고자 한다. 첫째, 연구 주제 선정에 필요한 교육 활동을 구성하여 제공한다. 둘째, 연

구 문제 도출 단계를 따라 연구 문제 기술 교육 내용을 위한 활동을 제공한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들이 선행 연구를 고찰한 후 그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기술할 것이지 교육 활동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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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주제 선정을 위한 교육 활동

주제는 모든 글쓰기 과정에서 중요하지만 특히나 학위 논문 작성에서의 ‘주제’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전문 지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장기간에 걸쳐 작성해가야 하는 학위 논문에서 불가피하게 필자의 관

심 영역 밖의 주제를 선정하게 되는 경우 필자가 감내해 내야 하는 인지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이겨낼 동기 부여가 없다면 글에 몰두하지 못하여 쓰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연구 주제 선정은 학위 논문 작성의 첫 걸음을 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연구자가

자신의 역량 안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유학생인

연구 참여자들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관심 영역의 연구

분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계획 발표를 한 연구

참여자 천지아(FM)는 세 학기에 걸쳐 새로운 연구 주제를 탐색하느라 시간을 보내

게 되었다. 특히 석사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학부에서 실용

한국어 활용 중심으로 언어 교육을 받고 암기한 한국어 지식을 지필 시험으로 확인

받는 정도의 한국어 쓰기 경험 전부였기에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장르 지식이 매우

낮았다. 외국인 유학생의 이러한 학술적 글쓰기 경험의 부재는 이들이 학위 논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면서 문제로 드러나게 된다. 물론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학원

과정에서 수업을 들으며 논문 지도를 받는 논문 연구 시간과 대학원 동료들과 함께

진행하는 세미나, 연구 공개 발표의 장과 각종 대학원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열리는

학술 대회를 통해 학위 논문 텍스트를 경험하고 학술적 텍스트에 대한 장르 지식과

언어 지식을 확보, 확장해 나갈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 중 다수가 학위 논문 작성에 대하여 모호한 지식에 의지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학위 논문 작성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에 학술적 텍스트를 구성

하기 위한 내용을 생산할 때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학원 과정의 초기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을 위한 명시적인 안내가 프로그램으

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학술적 글쓰기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원 과정에서 학위 논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교육

중 하나가 바로 연구 주제 선정과 관련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은 연구 주제 선정과 관련하여 연구 주제를 탐색하고 선정하

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는데, 연구 주제 탐색과 관련하여 안내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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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으로는 첫째, 연구자의 관심과 흥미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과 둘째, 연구주

제를 선정하는 기준, 셋째, 연구의 목적과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준

비하여 제공할 수 있다.

학위 논문의 연구 주제를 선택할 때 학위 논문 작성자는 자신의 연구 영역을 발견

하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에서 수업과 논문 지도, 각종 세미나 등 학술적 글쓰기를 경

험하는 모든 시간에 걸쳐 자신의 관심과 흥미, 연구 성향에 대하여 끊임없이 성찰하

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한 학기 이상에 걸쳐 준비하고 글쓰기를 수행해야

하는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는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는데, 연구 주제에 대한 높은 흥미와 관심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추동력이 될 것

이다. 알스톤과 보울스(Alston & Bowles, 2003: 30)는 연구 주제를 선택하기 위하여

주제 탐색 단계에서 연구자가 연구 분야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 이 연구 분야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 이 연구 분야의 주제로부터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이 연구 분야가 어떻게 나의 일 또는 타인의 일을 도울 수 있는가?

∙ 내가 이 연구 분야에 개입하여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 현재 나의 연구 수행의 제반 조건을 고려할 때 이 연구 주제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가?

학위 논문 작성을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지도 교수 외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대학원 공동체 내 연구 경험이 있는 한국인 조력자에게 자신이 구상하

고 있는 연구 계획에 대하여 의논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고려하고 있는

연구의 목적과 문제의식, 연구 질문 등을 먼저 아이디어 수준에서부터 구상하여 자

문을 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연구 주제를 탐색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연구 주제 선정 기준을 제시해준다면

연구 초보자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연구자는 연구 주제를

선택할 때 최종 다섯 가지 기준을 체크리스트로 마련하여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학위 논문 연구 주제 선택의 기준 체크리스트는 <표 Ⅵ-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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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학위 논문 연구 주제 선택의 기준 점검 목록

관심 지속성
∙나는 이 연구 주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가 있는

가?
√

연구 적절성
∙이 연구 주제는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 체계 분야와

적절한 관련이 있는가?
√

연구 기여성
∙이 연구 주제는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 공유와 생산,

창출에 기여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 기여하는가?
√

연구 윤리성
∙연구 윤리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할 수 있는

주제인가?
√

연구 가능성

∙이 연구 주제는 연구자의 연구 역량 안에서 다룰 수 있으며,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

가?

☞ 연구 범위 측면: 지나치게 광범위한 주제는 피할 것

☞ 시간과 비용의 측면: 연구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간과 비용이 드는가?

☞ 자료 수집과 분석의 측면: 자료 수집과 분석이 가능한 연

구인가?

√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구 주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연구자가 학위 논문 작

성 과정에서 겪게 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그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게 해

주는 내재적 추동력 중 하나가 될 것이기에 연구 주제의 선택 기준에서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된다. 연구자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 연구 주제가 해당 학문 담화 공동

체가 다루는 지식 체계의 범주에 속해 있는지 연구 주제의 적절성을 점검해야 할 것

이다. 더 나아가 연구 주제의 기여성과 관련하여 그 주제에 대한 예상되는 연구 결

과가 궁극적으로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공유되고 생산,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 체계의 어떤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연구 윤리성은 연구자가 선택하려는 연구 주제가

윤리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대학

내 생명 연구 윤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연구 윤리 규정이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마련

되고 있는 연구 현실의 맥락과 같은 논의의 선상에서 학위 논문 작성을 준비하는 외

국인 유학생들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연구

수행의 과정에서 현실적인 연구 환경과 자원, 연구 역량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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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점검해 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사항으로는 연구의 범위와

시간과 비용, 자료 수집의 용이성, 분석 가능성 등이 있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연구 주제 선정에 대한 교육 내용은 연구의 목적과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마련해야 한다.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석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 장루이(FM)는 본인의 한국어 능력이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도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비교적 순탄하게 마칠 수 있었

던 이유로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교육 연구 방법론 수업을 통하여

연구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잡아 그 절차에 따라 연구 수행 계획을 세워 진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층 면담에서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본격적으로 연구를 수행

할 때 연구가 무엇인지, 그 수행 절차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다

른 학위 논문의 방식을 참조하거나 조력자의 부분적인 도움에 기대어 진행하고 있다

고 하였다.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는 연구자의 상위 인지적 점검과 조율이 매우 중

요한데, 외국인 유학생은 학술적 텍스트를 한국어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 외에도 학

술적 글쓰기 자체에 대한 경험의 부재와 부족으로 연구 수행에 대한 이해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이에 학위 논문 작성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에 앞서 연구의 개념, 연구의

목적과 유형, 방법에 대한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학위 논문 주제를 선택하기

에 앞서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유형에 대한 이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조율할

수 있는 참조 기준이 되는 지식을 하나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학위 논문 작

성 이후 외국인 유학생들의 연구자 및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이들이 지속적

으로 학문과 연구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제공할 연구의 목적과 유형, 방법에 대한 교육 내용은 다양하

게 마련될 수 있는데,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위 개념에서 시

작하여 하위 개념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즉 상위 개념에서는 연구 관점, 원리, 목

적, 이론의 역할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하위 개념에서는 세

부 연구 절차, 연구 설계, 연구 방법 선택, 각 연구 방법에 따른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분석 결과에 대한 기술과 논의할 때의 주의점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향으

로 나아가야 한다.

예컨대 김경호․차은진(2012)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크게 탐색(exploration), 기술

(description), 설명(explanation)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대한 개념 이해 활동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연구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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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의 유형

연구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 논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연구의 목적은 탐색, 기술, 설명의 세 가지이다. 그러나 사실 이 세

가지 연구 목적은 일종의 연속선이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세 가지 목적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첫째, 탐색적 연구는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축적된 지식이나 알려진 사실이 없을 때 그 연구 영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

기 위해 수행되는 연구를 의미한다. 종종 탐색적 연구는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

하기 전 단계의 연구로서의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기술적 연구는 비교적 많은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고 공유되어 있어 해

당 학문 담화 공동체에 그 분야의 연구 결과가 알려지고 축적되어 있는 주제를

다룰 때 주로 수행된다. 따라서 기술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특정 현상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과 양상을 보다 자세하게 묘사하는 데 목

적을 가진다.

셋째, 설명적 연구는 특정 현상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원인을 조사하여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든 연구는 기술적 연구일 수도 설명적 연구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기술적이면서 설명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설명적 연구는

구체적으로 기술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하여 시작된다. 설명적 연구는 상세히 기

술된 정보를 통하여 어떤 일이 발생한 이유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기 있

기 때문에, 어떤 일이 ‘왜’, ‘어떻게’ 현재의 현상을 일어나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힌다.

이처럼 기술은 설명보다 제한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명하

지 않고 기술할 수는 있지만, 기술하지 않고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설명은

기술보다 한 단계 높은 개념이다. 즉, 설명은 기술에 그 무엇을 더한 것이다. 넓

게 말하면, 설명적 연구는 이론을 검증하거나 이론을 생성하거나 이 두 가지를

다 수행하는 연구이다.

기술과 설명의 차이를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무엇’과 관련된 질문과

‘왜’ 그리고 ‘어떻게’와 관련된 질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기술적 연구는

‘이 사례나 상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설명적 연구는 ‘왜 이 사례

이 될 것이다. <표 Ⅳ-2>는 김경호․차은진(2012)에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 목적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 목적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활동의 예이다.

<표 Ⅳ-2> 연구 목적의 유형에 대한 이해 활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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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황이 존재하는가?’ 또는 ‘어떻게 이 상황이 발생하였는가?’라는 질문을 제

기한다. 이 기술과 설명에 대한 구별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질적 연구의 경우에는 해석적 질문이라는 제3의 질문의 범주가 추가된다

(Maxwell, 2005). 그러므로 기술적 질문은 ‘무엇’을, 설명적 질문은 ‘왜’를, 해석적

질문은 어떤 일이 관계자들에게 갖는 의미에 관하여 묻는다.

기술적 연구이건 설명적 연구이건 간에 모두 나름대로의 의의와 강점을 지니

고 있다. 따라서 어느 쪽이 다른 쪽보다 더 우월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기술과 설명의 구별에 관한 질문은 특정 연구 영역과 상황의 평가에

관한 질문이며, 특히 그 영역에서의 지식의 발달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가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연구의 어떤 성격을 강조할 것인가를 설계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1. 세 가지 연구의 목적을 간략히 설명해 보십시오.

∙                :                                                  

∙                :                                                  

∙                :                                                  

2. 기술과 설명의 차이를 설명해 보십시오.

3. 본인이 속한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는 어떤 유형의 연구의 목적이 학위 논

문에서 자주 활용되었습니까?

4. 자신이 속해 있는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찾아 연구의 목

적에 맞게 분류해 보십시오.

……

2) 연구 문제 기술 방식 지도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인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 문제를 기술할

때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다. 참조 모델을 참고하여 서론의 연구 목적과 필요성의 내

용을 생산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특히 학위 논문 작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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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초점화된 연구 문제 설정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참조 모델에서 사용하

고 있는 기술의 방식을 따라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인간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에 대하여 상위 인지적 점검을 통하여 의식하고 조절해갈 수 있을 때 수행 목적에

맞게 원활하게 처리해갈 수 있다. Ⅱ장의 학위 논문 작성의 일반적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문제가 전체 연구 과정에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에 연구

계획과 설계와 관련한 연구 수행의 측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다. 그러나 각 학

문 담화 공동체에서 선호하는 학위 논문의 언어 표현 방식과 장르 관습에 차이가 있

어 유사한 학문에서도 학제 간에 합의된 연구 문제 서술 방식, 즉 서술 원칙은 존재

하지 않는다.

코맥과 벤튼(Cormack & Benton, 2000: 84-85)에서 연구 문제의 기술은 연구 문제

의 적절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구 문제의 서술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이 논의에 기대어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 문제의 서술 방

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문제의 기술 방식은 의문문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 서술문 형식으로 기

술되는 연구 문제도 존재하고, 연구자에 따라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가 매우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동일시하기도 하지만 명확히 연구 문제와 연구 목

적은 그 용어의 차이가 드러내듯 다른 개념이다. 연구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구의 대

상이 되는 문제를 의문문의 형식으로 드러낸 기술이지만, 연구의 목적은 연구 문제

보다 상위의 차원에서 연구의 계기와 결과를 둘러싼 함의에 초점을 맞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학위 논문에서 연구

대상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술하고자 할 때는 의문문 형식으로 연구 문제를 기술하

도록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연구 문제는 연구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단순하면서도 명료하

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어야 한다. 각 연구의 유형에 따라 연구 문제가 초점화되

고 구체화되는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 연구 문제를 명확하게 기술하여 드러내야 하

는 시점에서도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연구 문제를 기술한다면 연구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코멕과 벤튼(2000: 85)은 연구 문제를 기술할 때 의미가 명확하

게 드러날 수 있도록 단순 명료한 문장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이

어서 연구 문제를 구성하는 단어나 표현 중 중의적이고 다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어나 용어, 절차를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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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예컨대 이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에 대하여 기술할 때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

자’의 대상 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즉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라는 개념에는 한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한국어 학습자부터 한국 대학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학부생, 외국인 대학원생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대학 이상의 과정에 있는 한국어 학습자를 통칭할 때 사용하는 ‘학

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대신에 ‘대학원 과정에서 한국어로 학위 논문을 작성할 필요

가 있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대상의 범주와 의미를 한정한 후 연구 문제를 기술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학위 논문 작성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용어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하는 경우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이론적

전제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이 확보해야 할 학위 논문 작성의 세부 능력 중 하나로 자

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한 용어와 개념에 대한 재개념화 능력임을 밝혔다.

셋째, 연구 문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서술하여야 한다. 김영

종(1999: 72)에서는 설명적 연구에서와 탐색적 또는 기술적 연구에서 변수들 간의 관

계를 기술하는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였는데, 설명적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에 존재하

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계를 밝히는 데 관심의 초점이 있다. 그래서 설명적 연구68)

에서는 “X와 Y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니면 “X는 Y는 Z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라는 의문문의 형식이 연구 문제를 드러내는 전형적인 표현이다. 반면

에 탐색적 또는 기술적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묻지 않고 “P는 어떠한가?”,

“Q는 어떠한가?”,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가?”와 같은 의문문으로 전형적인 연구 문

제를 진술한다.

넷째, 연구 문제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을 다루어야 한다.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양태만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는 연구가 아닌 연구 대상의

양상에 대한 고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제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경험적 차원에서 증명 가능한 방향에서 연구 문제를 작성해야 한

다는 뜻이다.

코맥과 벤튼(Cormack & Benton, 2000: 84-85)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시한 이상의

68) 기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내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화하

고 요약하기 위해 시작된다. 사회과학에서 기술이란 용어는 종종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정보를

요약함으로써 경험적인 일반화를 만들어 내거나 사건, 특성, 사례, 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요약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설명적 연구(explanatory study)는 기술적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시

작된다. 설명적 연구는 어떤 일이 발생한 이유를 찾아내는 것에 목적을 둔다. 즉, 어떤 일이 ‘왜’

그리고 ‘어떻게’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알아내고자 한다(김경호․차은진, 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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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단계

연구 주제의 구체화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 문제, 프로그램, 현상을 세부

항목으로 나타내기
�

�

제2단계

잠정적 연구 문제를

의문문 형식으로 기술

�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구별하기

∙연구의 의도와 결과의 함의를 드러내어 연구 목적 기

술하기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다룰 연구 대상을 드러내어 연구

문제를 의문문으로 두 가지 이상 기술하기

∙연구 문제에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용어나 단어 찾

아 의미 규정과 재개념화 시도하기

∙연구 유형 탐색 후 연구 유형에 맞는 전형적인 연구

문제의 기술 표현 찾아보기, 의문문으로 기술해보기

�

제3단계

연구 문제 확정을 위한

선행 연구의 고찰

�

∙연구 문제와 선행 연구와의 관계 찾아 기술하기

-잠정적 연구 문제가 특정한 이론적 관점과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선행 연구에서 유사한 연구 문제로 수행된 연구가 있는

지 확인하기, 연구 주제의 범주는 유사할 수 있으나 동

일한 연구 문제를 가진 연구는 반복할 필요가 없음을 인

식하기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하여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수행의

필요성의 근거를 찾아 기술하기

�

제4단계

연구 문제 확정
�

∙연구 문제가 담화 공동체의 지식 체계에 기여할 학위

논문으로서 적절한 연구 범위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

∙연구 문제의 현실적 제약의 조건 파악하기: 극복할 수

있는 제약인지 연구의 제한점으로 기술해야 하는지 결정

하기

∙예비 조사를 통하여 연구 문제의 적절성 평가하기

연구 문제 기술 방식을 대학원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의

연구 문제 기술 방식 교육 내용에 적용해보면 <표 Ⅳ-3>과 같다.

<표 Ⅳ-3> 연구 문제 도출 단계에 따른 연구 문제 기술 교육 내용

위의 <Ⅳ-3>의 연구 문제 도출 단계에 따른 연구 문제 기술에 대한 교육 내용은

총 4단계에 걸쳐 진행할 수 있는데, 1단계에서는 사람, 문제, 프로그램이나 형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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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을 세부 항목으로 표현함으로써 연구 주제를 구체화시킨다.

2단계에서는 구체화된 연구 주제의 범위 내에서 잠정적인 연구 문제를 의문문 형

식으로 기술해 본다. 이때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를 구별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데, 연구 목적은 연구의 의도와 결과의 함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고

연구 문제는 연구자가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직접적인 연구 대구 대상에 한정하

여 의문문의 형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문제에서 다루고 하는 주요한 개

념이나 용어에 대하여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면 의미를 규정하고 재기술하여 제시

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자가 수행할 연구가 구조화된 양적 연구인지, 점

차 구조화시켜가는 질적 연구인지 연구의 유형에서 선호하는 전형적인 연구 문제의

기술 표현을 다른 참조 문헌을 통해 필요한 고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3단계에서는 연구 문제를 확정하기 위한 선행 연구를 고찰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

서는 연구 문제와 관련 있는 연구들을 찾아 그 관련 정도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할 것은 학위 논문에서는 논증적 구성만큼 연구에 대한 독창성

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에서 이미 유사한 연구 문제로 수행된 연구가 있는

지 연구사 고찰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때 연구 주제의 범주가 유사

할 수 있으나 동일한 연구 대상에 대하여 유사한 연구 문제와 관점, 연구 방법으로

반복하는 연구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선행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수행할 연구의 이

론적 배경과 수행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것도 필요하지만 연구 관점이 다르

거나 제약과 한계가 드러나는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찾으려는 시도도 이

루어져야 한다.

4단계에서는 연구 문제를 확정해야 하는데, 연구 문제를 확정하기 전에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가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학위 논문으로서 적절한 연구 범위 내

허용되는 연구인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학위 논문의 주

제로 다루기에 지나치게 좁은지, 반대로 지나치게 포괄적인 연구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지도 교수의 논문 지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지만

연구를 포함하는 학술적 글쓰기에서 주체적인 연구 수행 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

한 판단의 연습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 문제가 지니고 있는 현실적인

제약의 조건을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없다면 연구의 제약이나 제

한점으로 기술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문제를 초점화하고 연구 문제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자료를 수집과 구체적인 연구 수행으로 연구

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예비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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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 고찰 및 기술 방식 지도

루데스탐과 뉴턴(Rudestam & Newton, 2007: 70)에서는 연구 주제와 선행 연구와

의 관련성 정도를 [그림 Ⅵ-1]과 같이 나타내었다.

                                                                      

                                                 

  매우 관련 있는 선행 연구

약간 관련 있는 선행 연구

배경이 되는 선행 연구

[그림 Ⅳ-1] 연구 주제와 선행 연구와의 관련성(Rudestam & Newton, 2007: 70)

위의 [그림 Ⅳ-1]에서 변수1, 2, 3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변

수들을 의미한다. 세 개의 원이 모두 겹치는 공통부분은 선행 연구가 자신의 연구

영역에서 다루려는 세 개의 변수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선행 연구는

자신의 연구와 ‘매우 관련 있는’ 참고 문헌이 될 것이다. 두 개의 원이 겹치는 부분

은 선행 연구가 자신의 연구 영역에서 다루려는 두 개의 변수만을 포함하고 있어

‘약간 관련 있는’ 참고 문헌이 된다. 그리고 하얀 색으로 표시한, 다른 원과 전혀 겹

치지 않는 영역은 연구자의 연구 주제와 큰 관련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참고 문

헌이다.

루데스탐과 뉴턴(Rudestam & Newton, 2007: 70)이 제시한 연구 주제와 선행 연

구의 관련성 정도를 나타낸 그림은 우리가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특정 선행 연구에

대한 기술 분량과 그 선행 연구를 연구자의 논의 근거로 삼고자 할 때 적절성을 판

단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선행 연구 고찰 및 기술

방식 지도를 위한 안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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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을 위한 정책: 조력자와의 상호작용

프로그램

여기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하여 절적 접근으로 고찰하

여 얻은 사례를 통해 얻은 분석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위 논문 작성 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해외 우수 대학 중 대학원 과정의 연구자를 위

한 학술적 글쓰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의 사례69)를 함께 제시하여

논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대학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학문 목적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이들을 위한

교육적 정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려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

안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을 위한 정책의 실현은 각 대학의

교육 철학과 이념, 중점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정책은 외국

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학술적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모

든 구성원들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는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의 의미와 역할을 외국인과 내국인

의 차이에 두고 접근하지 않았으며, 학문적 담론을 주체적으로 구성해낼 수 있는 구

성원의 존재론적 역할과 그 의미에서 찾고자 하였다.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들

은 각기 학위 논문 작성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지점이 다르다. 그러나 학문 담화 공

동체는 공통의 공적인 목적, 즉 학술적 담론을 생산하고 창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는 책임이 있다.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 간 발생하는 차이는 한국인과 외국인이라는

차이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오히려 담화 공동체의 지식 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적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의 여부에서 찾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연구 경험이 풍부하여 담화 공동체의 학문적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구성원과, 연

구 경험이 부족하여 조력이 필요한 초보 구성원이 학문 담화 공동체 안에서 생태학

적으로 순환하며70) 학문적 정체성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본질적 성격에 부합하기 때

69) 여기서는 학술적 글쓰기 교육을 위한 정책 제안의 방향과 논의의 이해를 위해 일부 대학의 사

례를 프로그램 중심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그친다. 체계적인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수함의 기준

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로 세워 대학을 선정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한국의 학문 담화 공동체

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술적 글쓰기 교육 정책을 제안함에 있어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조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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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이 연구 수행이 미숙한 구성원을 학문 담화 공동체의 숙련된

연구 수행자로 성장해 나아도록 하는 시작의 관문이라면, 초보 연구자의 성장에 학

문 담화 공동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학문 담화 공

동체의 개인 구성원의 본질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는 사적 접근이

아닌 학문 담화 공동체가 속한 대학의 지원으로 해결되어야 할 성격이 더 강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숙련된 연구 수행자로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력

자와의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그림 Ⅳ-2]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학술적 글쓰기 교

육 자체에 집중하고자 한다면 워크숍과 토론, 글쓰기 전문가의 개인 지도를 중심으

로, 학술적 글쓰기 환경 조성의 측면에서는 글쓰기 집중 훈련 캠프와 글쓰기 교정

및 편집 전문가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다.

[그림 Ⅳ-2]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조력자와의 상호작용 프로그램

70)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의 역할의 구분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태학적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다. 즉, 초보 연구자는 기성 연구자들의 협력의 방식을 통하여 성장하여 학문적 담론

을 생산하는 주체가 되고, 결국 기성 연구자들은 조력을 역할을 다한 후 퇴장하게 되는 것이 담

화 공동체 구성원 역할의 순환이며 순리이기 때문이다. 학문 담화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기성 연구자가 초보 연구자를 성장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궁극적

으로 모두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관점, 즉 비고츠키식의 중재교육(이영옥, 2015)과 하나의 담화 공

동체가 늘 새로운 구성원의 유입과 기존 구성원의 탈퇴의 순환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 생태학적인

이론과 맞닿아 있다고 보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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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상담 센터 내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조력자와의 상호작용 프로그램은 [그림

Ⅳ-2]에서와 같이 네 가지 상위 프로그램으로 개설하고, 그 아래 세부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가지 상위 프로그램은 크게 학위 논문 상담

(counseling),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워크숍과 토론(세미나), 실제적으로 학문 담화

공동체 내 외국인 유학생의 조력자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원생 조력자의 개인 지도

(tutoring), 연구 설계 자문(consulting)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

다.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이 프로그램들은 크게 연구의 측면과 학술적 내용 지식

의 구성 측면, 정의적 영역에서의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개설 및 운영될 수 있다.

1) 워크숍과 토론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라포는 학술적 담화를 활발히 형성할 수 있는 다

양한 참여 기제 속에서 형성된다. 특히 의미 있는 한 사례는 장루이(FM)가 제공한

사례이다. 장루이는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을 극복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사전

연구 설계를 하였다. 당시에는 한정된 연구 주제를 선택하기 전에, 수업을 통해 화행

이라는 관심 영역만 발견한 상태였다. 그런데 주제 선정 이전에 자신이 수행 가능한

연구 방법인 담화완성형 설문지(DCT: Dourse Cpletion Task)를 선택하고 이것을 양

적 연구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결정하고 나서 6주에 걸쳐 300개의 DCT 자료를 수

집하였다. 그리고 논문 연구 시간에 논문 진행 사항을 보고 하다가 “왜 불평을 가르

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 교수에게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게 되면서, 그 지점

에서 연구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장루이는 졸업을 목표로 대학원 과

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학위 논문 작성을 전략적으로 계획하여 접근을 하였다. 그

래서 장루이의 한국어 능력에 비해 연구 수행에 진척이 있어 보였으나 지도 교수의

연구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좌절을 겪었다. 불평 화행에 대하여

일정부분 계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온 지점까지 연구 주제는 있었으나 연구 문제와

그 연구 문제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비판적 질문 앞에 연구자 자

신만의 논리로 방어(defence)할 수 없었다. 그런데 [자료91]에서 장루이는 한국인 박

사 선배에게 자신의 고민을 열어보였고, 한국인 박사 선배는 체면 관련 참고 문헌을

제시하였다. 한국 박사 선배는 장루이에게 불평 화행에만 한정해서 교육을 생각하지

말고 체면이라는 지점에서 불평 화행이 학습자에게 교육적으로 제공해줄 부분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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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라고 조언하였다. 이후 장루이는 답을 찾게 되면서 다시 연

구 수행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장루이는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학문 담

화 공동체 구성원 간의 학술적 담론 형성의 자연스러운 공간과 시간의 제안에 대하

여 의미 있는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91]에서 장루이는 “저는 세미나 때 도움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박사 선배님들 많이 바빠서 세미나 없어졌지만 그때 박사 선

배님들이 많이 질문하고 방향에 대해 말해 줬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례는

학문 담화 공동체 내에 정기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세미나의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게

한다.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원생의 구별이 아닌 초보 연구 수행자와 숙련된

연구 수행자 간 교류의 장이 사라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대학원 진학 이전에 자국 대학에서 학술적 글쓰기 경

험과 교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래서 교수학습센터(CTL)에서 제공하는 글

쓰기 특강이나 워크숍을 신청하여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한국의 인문학적 글쓰기 방

식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자료19, 자료20). 그러나 이러한 글쓰기 강좌를 통해 학술

적 글쓰기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는 있겠으나 글쓰기 능력을 직접 향상시킬 수는 없

다. 글쓰기 능력은 직접 써보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능력으로, 글쓰기 이론을 듣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진정한 경험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

다. 이러한 점에서 글쓰기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글쓰기 강좌가 실제적으로 학

술적 글쓰기 연습을 촉발하지 않는다면 인문학 글쓰기 강의를 듣고 나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은 여전히 학술적 글쓰기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고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

다. 그리고 학문 담화 공동체마다 학위 논문 쓰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 지식과

장르적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학위 논문 작성을 준비하는 단계의 글쓰기는 학문 담

화 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의 관점과 일치하는 해외 대학의 사례 중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에

서 대학원생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

다. 먼저 하버드 대학에서는 대학원생의 학술 논문과 발표 능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아이디어를 쓰고 그 아이디어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 소통 센터

(The Center for Writing and Communicating Ideas)를 <표 Ⅳ-4>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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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하버드 대학의 아이디어 소통 센터

(The Center for Writing and Communicating Ideas)

아이디어 소통 센터에서는 개별 상담과 워크숍 및 예술・사회 분야의 대학원생

(Ggraduate School of Arts & Sciences)의 학술적 글쓰기를 지원하는 모든 서비

스를 제공한다. 전공별 지원은 학위 논문, 학술 논문 및 발표 능력을 함양하기

원하는 모든 분야의 대학원생에게 제공한다. 전반적으로 이 센터에서는 대학원생

의 글쓰기 능력 및 구두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하고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대

학원생의 연구 능력을 높이도록 돕는다.

- 학문적 성과(Academic Performance)

대학원생의 학술적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켜 학문적 성과를 보이도록 다양한 자

료를 제공한다.

- 접근이 자유로운 글쓰기 교육부(Accessible Education Office)

글쓰기 교육부(Accessible Education Office)에서는 대학원생이 수행해야 하는 일

상적인 문서 작성부터 다양한 학술적 작문에 이르기까지 쓰기와 관련된 모든 어

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제공한다.

하버드 대학의 글쓰기 교육은 다른 대학들과 달리 글쓰기 센터나 교수학습 지원

센터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고 학부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즉 이 대학에서는 글쓰기를 하나의 기술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와 및 그와 관련된 환경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글쓰기에 대

하여 매우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접근 방식과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하버드 대학의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철학적 접근 방식은 이 연구에서 제이언어인

한국어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외국인 학습자를 바라보는 관점과 일치한다는 점에

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기에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예일 대학의 글쓰기 프로그램은 교수자 중심의 강의가 아니라 여러 사람

들의 견해와 의견을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쓰기 워크숍, 세미나, 패널 토의와 같은 프로

그램은 학술적 글쓰기가 학문 담화 공동체의 공통의 과제가 될 때 오히려 활발한 상

호작용으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을

반영하고 있는 예일 대학의 구체적인 글쓰기 프로그램은 <표 Ⅳ-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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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예일 대학 글쓰기 워크숍, 세미나, 전문가 토의

(Writing Workshops, Seminars, and Panels)

목표

학술적 글쓰기 능력은 일반 교육과정과 전통적 교육 훈련 방식으로 해

결되지 않는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핵심 기술을

다루어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모든 워크숍은 무료이며 참가 자격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대상 � 대학원생, 박사 후 학자, 교수진, 직원

기대

효과

� 학업 성취 능력을 향상시킨다.

� 친목 기술을 향상시킨다.

� 프레젠테이션, 포스터 및 간행물을 준비하는 데 대한 자신감을 키운다.

� 대학원에서의 학업 경험에 대한 질문에 정보를 제공한다.

프로

그램

� 글쓰기 전략

� 학위 논문 쓰기 프로그램

� 의사소통 및 발표 워크숍

� 출판 목적 쓰기

� 친교 목적 쓰기

� 고급 수준의 글쓰기

대학원 글쓰기 동영상(Writing through Graduate School)

대학원 글쓰기 연구소에서는 글쓰기 규범부터 학위 논문에 이르기까지 대학원

생이 직면하게 될 여러 형태의 학술적 글쓰기를 안내하기 위해 유용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글쓰기 필요에 따라 활용 가능하다.

� 학위 논문 쓰기

� 출판

� 투자 설명서 작성

� 연구 논문 쓰기

� 1차 자료(원자료)로 작업하기

장루이(FM)의 사례(자료91)와 같이 연구 수행 필자라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연구

수행에서 고려해 보지 못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고, 그것이 연구의 지속 여

부를 가늠할 수 있을 만한 중대한 문제라면 연구자로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시간

이 필요하다. 즉 사고를 언어(말과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글의 논리를 세워가

며 필자로서 치밀하게 사고해 보지 않았던 지점을 찾아 자기 방어(defence)를 하며,

전문 독자층을 설득할 논리를 세워가게 된다. 연구 필자는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제

공하는 다양한 참여 기제인 워크숍, 세미나, 토의 등을 통하여 상호작용의 기회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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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학위 논문에 필요한 논리와 설득, 철학적

관점과 입장, 모호한 개념 등을 명료하게 표현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

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 담화 공동체 내에서 연구에 대한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참여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글쓰기 전문가의 개인 지도 및 학위 논문 상담

이 연구에서는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조력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71) 텍스트의

완결성과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물론 학위 논문 작성이 학문 담

화 공동체의 인준을 받기 위한 공식적인 일정을 따라 수행된다는 면에서 학위 논문

의 완결성과 완성도는 시간의 제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그러

나 정해진 마감 시간은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 간의 긴밀한 협조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에 대한 지원은 해당 학

문 대학원, 특히 세부 전공을 중심으로 구성된 담화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공통된 내용 지식을 공유하고 있는 선배와 후배를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 협력의 방향이 일방적, 즉 특정 담화 공동체 구성원이 제공하는 물리

적 시간을 전제로만 가능하다면 그 조력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인 대학원생과 외국인 유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천지아(FM)와 장루이(FM)가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 내 구성원을 가

장 먼저 친밀한 조력자로 인식하지 않았던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즉 학

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에게 부탁을 하게 될 때 겪는 심리적 부담과 불편한 마음을

덜기 위해 천지아는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언어 교환 공지를 올린 후 세 명의 언어

교환 학생을 만나게 되었다. 이후 천지아는 세 명에게 각각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나

서야 자신이 논문 작성에서 겪는 언어나 내용상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었

다고 밝혔다. 그런데 천지아는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언어 교환을 진행하면서 한

국인 대학원 동료에게서 느끼는 부담과는 다른 불편한 마음을 경험하였다고 밝혔다.

[자료97]과 [자료98]을 통해 천지아가 논문 수정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할 때 겪는

71) 이 연구에서는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 독자층인 담화 공동체의 구성

원과 협력하는 것을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술적 글쓰기

의 본질상 필자(외국인 유학생)가 우선적으로 인지적 부담을 무릅쓰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은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일 수 있기에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협력은 진정한 협력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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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97]_천지아(FM)
연구자: 그럼 가장 편하게 도움을 부탁하고 도움을 받았던 조력자는↗

참여자: 음..언어 교환 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언어 교환 학생들은 저도 도와주

는 노력을 했으니까 마음 좀 편해요. 근데 같은 언어권 동료 대학원들한테 자

료를 받은 것도 부탁이잖아요. 그래서 93편 자료 많은 사람한테 해야 하는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한국인 대학원 동료들은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 바쁜 거 아니까 얘기할 때 부담이 너무 커서

[자료98]_천지아(FM)
참여자: 음..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알아듣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대

부분 이해하지만 어려운 거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어떻게 수정해

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그 부분은 한국인 대학원생들도 그래요. 하하(웃음)

참여자: 말씀 다 이해했는데↗ 어떤 때는 제가도(√저도) 스스로 아는 부분인데 어떻

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의 특징 같은 것도 써야 하는

데 그거 아는데 어떻게 이메일의 특징에 대해서 잘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

어요. 제가 사실 처음에도 선생님의 이런 지적을 받은 후에 내가 안 썼나↗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니까 썼어요. 그래서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도록 쓰는 거 하고 싶은데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연구자: 지금까지 쭉 보니까 그래도 천지아는 지도 교수님의 수정 지시를 받으면 성

실하게 잘 따르는 것 같은데요↗

참여자: 아니에요. 제가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행동으

로 옮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스트레스 받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연구자: 아, 그럼 그러다가 언어 교환 언니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참여자: 사실 우리 관계는 그렇게 편하게 연락하는 관계는 아니에요. 저도 도움을 주

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다 바쁜 거 아니까 그래서 이런 질

문.. 이런 지적을 직접 받고 나서 바로 연락하지는 않아요. 다음 시간 잡을 때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해야 겠다 이렇게 준비해서 가요. 그리고 물론 그 전

에 그 언니한테 완전적으로(√완전히) 의뢰하지 않아요. 저도 스스로 생각하

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고.

연구자: 근데 그 의대 언니를 만나서 하다 보면 의외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지요?

참여자: 네, 제가 사실 어떤 때는 그 언니한테 논문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할 때 민망했

어요. 어떻게..이게 내 논문인데 이런 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냐 이렇

불편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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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하(웃음) 물론 선배, 아니면 학문공동체에서는 그런 게 되고 그런 거 하

는 게 당연한데 이 학생한테는‥

연구자: 한국어 교육 전공이 아닌데 논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민망했다는 거네요.

↗

참여자: 네네, 학문공동체 동료는 다 물어봐도 되는데 하하(웃음) 제가 민망했어요. 제

가..전공도 아닌 사람한테 이런 질문까지 해서 괴롭히는 것 같아서‥학문 담

화공동체는 이런 논문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 언

어 교환 언니와의 원래 컨셉(√목적)은 그냥 언어 교환이기 때문에 언어 교환

만 해야 하는데..

연구자: 아, 만남의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을 질문하는 것에 대한 부담같은 거네요.

참여자: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가벼운 언어 교환인데 제가 부담이 되는 그런 질문

을 하게 되니까..그런 거예요. 원래 언어만 교환해야 하는데..자꾸 언니가 나

때문에 머리↗

연구자: 인지적인 부담 줘서↗

참여자: 네네, 인지적인 부담을 가져야 하니까..그리고 사실 그 언니도 한국 사람이지

만 다 아는 것도 아닌데 그 언니한테 되게 부담이 된 것 같아요. 아아. 제가

생각나는데 그 언니가 저한테 내가 너무 논문 지적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자료97]에서 천지아는 한국인 대학원 동료들의 분주한 대학원 생활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도움을 요청할 때 마음의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중

국어를 가르쳐주고 확보한 시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시간이기에 부담 없이 편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료98]에서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천지아는 지도 교수의 피드백을 받고 나서 혼자 그 문제를 고민해보다가 혼

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세 명의 언어 교환생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과 대학 졸업생 언니에게 연락을 하여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나 천지아가 언어 교

환생 언니에게 느끼는 불편함은 학업 부담이 큰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들

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느끼는 불편함과는 거리가 멀다. 이 불편함은 바로 전공자가

아닌 사람에게 인지적 부담이 큰 질문들을 할 때 발생하였다. [자료98]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학문 담화 공동체 동료는 다 물어봐도 되는데”, “제가 민망했어요.”, “전

공도 아닌 사람한테 이런 질문까지 해서 괴롭히는 것 같아서”, “사실 언어 교환 언니

와의 원래 컨셉은 그냥 언어 교환이기 때문에 언어 교환만 해야 하는데”라고 진술

하였다. 이처럼 천지아는 언어 교환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논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시도가 언어 교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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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예일 대학 대학원생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

(Graduate Writing Consultations)
개인 글쓰기 상담은 노트의 기본 개요만 가지고 있어도,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글

쓰기 상담가를 만날 수 있다. 상담가는 내담자의 과제를 객관적이고 건설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돕고, 글쓰기 관련 불안을 덜어 주며 글쓰기 과정에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담가는 내담자의 강점을 강화하고 글쓰기에서 약점

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상담은 무료이며 학기당 가능한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다.

- 상담 가능한 학술적 글쓰기 영역

* 학위 중에 있는 모든 학생은 참여할 수 있다.

* 필요한 만큼 주 동안 1 회의 30분 또는 1 시간 분량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학위 논문 계획서 /- 학위 논문

- 연구 논문 또는 학술 논문 /- 초록

- 프레젠테이션 - 전공 영역 과제 또는 수업 과제

함을 느끼게 된 것이다. 천지아가 속해 있는 학문 담화 공동체는 원래부터 학술적

담론의 형성을 공통의 공적 목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과 관련한 토론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학술적 담론 형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적 모임의

성격이 강한 언어 교환의 시간마다 인지적 부담이 큰 논문의 고민을 해결하려는 자

신의 태도를 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천지아는 이 진술을 할 때 여러 번

전공자로서의 민망함에 대해 표현하였다. “이게 내 논문인데 이런 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냐”라고 반문하게 되면서 그 불편한 마음이 커져갔다고 밝혔다.

천지아의 사례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목적과 기능에 대하여 학문 담화 공동체 전

체에 명확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 [자료97]와 [자료98]에서 외국인 유학생인 천지아

는 학술적 담론이 보장되지 않는 사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논문의 문제를 해결하려던

시도를 통해 오히려 학술적 담론이 보장된 곳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가장 적합

하고 적절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겪는 학술적 텍스트 구성이나 연구 수행과 관

련한 문제를 마음의 부담 없이 문의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글쓰기 전문 상담가

지원이 실제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예일 대학에서 대학원생을 위하여 제공하는 글쓰기 프로그램은 이 연구의 관점과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데, 이 대학의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은 <표 Ⅳ-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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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예일 대학 대학원생을 위한 글쓰기 상담가 프로그램

(Graduate Writing Advisors Program)

* 목적: 이 프로그램 상담가는 자기 주도적이며, 글쓰기 역량이 있는 자로서 다른 대학

원 학생들이 학술적 글쓰기 기술을 개발하고 상담가 본인의 작문, 리뷰 및 컨설팅 기술

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지원한다.

먼저 소개할 것은 대학원생에게 제공하는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이다. 글쓰기 상담

프로그램은 다른 대학에서 제공하는 글쓰기 프로그램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예일

대학의 글쓰기 프로그램에서는 상담가의 역할을 비교적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는 점

이 특징적이다. 상담가가 내담자의 연구 과제에 대하여 분석을 하는 것은 부정적이

고 비판적인 피드백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논문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기 위함이

며 동시에 대학원생의 쓰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내담자는 글쓰기 상담을 받기 전에 자신의 과제를 일정한 분량으로 작성하여 특정

시간 전에 해당 사이트에 탑재해야 한다는 사실도 명시하였다. 그러나 그 일정 분량

이 반드시 글의 형태가 아닌 개요 수준의 연구 노트더라도 상담이 가능함을 명시하

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상담자가 대학원생이 올린 연구 과제를 미리 검토할 수 있

도록 하여, 내담자에게 그 상담이 자신의 연구를 충분히 인지한 글쓰기 전문가와의

상담이라는 신뢰를 갖게 할 것이다. 글쓰기 상담은 단순히 연구 과제를 분석하고 연

구의 방향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상담가는 내담자가 글쓰기

불안이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글쓰기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릴 수

있게 함으로써 정의적 영역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예일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글쓰기 상담가를 배출하는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글쓰기 센터 운영의 중심에 개

인 지도(Tutoring)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특히 상담

가의 인적 자원을 박사 과정생에서 찾고 있는데, 글쓰기 상담 경력은 향후 박사 과

정생들이 사회에서 우수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유용한 경험이 된다. 이를 위

하여 예일 대학에서는 글쓰기 상담가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도 체계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가 프로그램은 <표 Ⅳ-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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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가의 임무: 글쓰기 상담가는 주당 4-6 건의 개별 서면 상담을 진행하며 논문 쓰

기, 특별 연구원(fellow) 지원서 작성 또는 연구 논문 작성에 중점을 둔 소규모(4-7명)

동료 평가 집단을 활성화한다. 학생들의 글쓰기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글쓰기 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생각하고, 대학원 글쓰기 행사 및 글쓰기 집중훈련 캠프를

지원한다. 상담가는 집단 세션(5월과 9월)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격주로

개최되는 회의 및 공동 그룹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 상담가의 혜택: 이는 대학원생들이 학술적 글쓰기의 전문가가 되어 글쓰기 컨설팅,

교육, 멘토링,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및 글쓰기 교육 관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 일한 학생들은 학업, 출판, 편집, 행정, 글쓰기 센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된다.

* 근무 조건: 상담가는 일주일에 5-7시간 정도를 유연하게 근무하며, 필요에 따라 상담

또는 동료 평가 집단과 함께 한다.

* 지원 자격:

1) 지원자는 전일제 박사 과정 학생으로서 대학원 예술 과학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학점이 높은 학생이어야 한다.

2) 학위과정 3학기-5학기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글쓰기 센터에서 1년의 업무 경력이

있는 지원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3) 모든 지원자는 계약 기간 동안 뉴 헤이븐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 요구 사항:

1. 수준 높은 학술적 글쓰기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우수한 구두 및 서면 의사소통 능력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3. 영어 문법에 능숙해야 한다.

4. 원어민과 영어가 모어가 아닌 학습 필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5. 교수 및 과외 경험; 글쓰기 중심의 수업을 가르치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유용한

경험으로 인정한다.

6. 특별 연구원 연구비(fellowship)이나 보조금 신청 경험이 있어야 한다.

7. 출판 과정에 능숙해야 하다.

8. 우수한 컴퓨터 기술; Google 드라이브 및 보관용 계정에 익숙해야 한다.

9. 학제 간 연구 주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10. 조직의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일 대학에서 실시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대학원 조력자를 위한 상담가 훈련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원생과의 조력이 일방적인 관계로만 굳어지

지 않도록 다른 해결 지점을 모색하고 있다. 즉 이러한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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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스탠포드 흄 쓰기-말하기 센터

(Hume Center for Writing and Speaking): 글쓰기 집중 훈련 캠프

흄 센터(Hume Center for Writing and Speaking)는 발표 논문, 학위 논문, 비

즈니스 협상, 친교 신청서 등 대학원생에게 필요한 모든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

한다. 또한 글쓰기 전문 지식을 갖춘 숙련된 강사 및 대학원생이 연구 관련 브

레인스토밍에서 수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글쓰기 과정을 안내한다.

- 일대일 상담(One-to-One Consultations)

강의(과제물, 논문, 직업 자료 등) 또는 디지털 미디어 프로젝트(슬라이드, 비디

오 등의 연구 자료의 시각적 표현) 작업을 위해 전문 강사나 대학원 교수에게

30분/ 60분 단위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학위 논문 쓰기를 위한 집중 훈련 캠프(Dissertation Boot Camp)

학위 논문 집중 훈련 캠프(Dissertation Boot Camp)는 석 박사 학위 논문, 학술

논문 등 기타 대학원에서 필요한 학술적 글쓰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무료 글쓰기 훈련 프로그램이다. 이 캠프에서는 학술적 글쓰기의 생산

성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술적 글쓰기를 지원하는 것은 한국인 대학원생이 아니라 대학이어야 한다는 명확

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예일 대학의 글쓰기 상담가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원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한국인 대학원

생들이 물리적인 시간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한국인

대학원생들에게도 유용한 경험과 경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적 지원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할 인식을 제공한다.

3) 글쓰기 집중 훈련 캠프

스탠포드 대학의 흄 센터에는 대학원생의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글쓰기에 필요한

자원을 세심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표 Ⅳ-8>를 통하여 글쓰기 집중 훈

련 캠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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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 지원 내용 * 상담 주제 * 모니터 요원의 역할

1) 오전 9시-오후 1시

2) 오후 5시-저녁 9시

3) 오전 7시-저녁 10

4) 여름 캠프: 1주일

1) 글쓰기에 적합한

공간 제공

2) 글쓰기 교육 프로

그램

3) 동료 동기 및 지원

4) 글쓰기 전문 편집

자(문안 작성자)

•글쓰기 블록을 통한

브레인스토밍

•개요 및 계획

•효과적인 문헌 리뷰

개발

•결론 또는 소개 작성

•개정 전략

•조직 전략

•음료 및 스낵 제공

•업무에 도움이 되는

상세한 정보 제공

•흄 센터 직원들과의

연락 역할: 스트레칭

휴식 유도

•짧은 글쓰기 활동 유

도

- 대학원 워크숍(Graduate Workshops)

작문 워크숍은 모든 분야의 대학원생에게 일반적인 작문 전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구 보고서, 저널 기사,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 등과 같은 특정 쓰기

작업을 지원한다.

- 캠퍼스 자료(Campus Resources)

유학생을 위한 영어, 교육 및 학습 센터, 직업 개발 센터 등 다른 프로그램 및

센터에서의 제공하는 글쓰기 교육 자원을 연결한다.

우선 흄 센터 프로그램은 특정 학술적 글쓰기 영역에 한정하여 교육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과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서도 글쓰기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

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일대일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대학원생이 학부 강의를 다

룰 때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시청각 자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제공한다. 대학원생을 위한 이러한 광범위한 글쓰기 지원은 대학원생이 기

타 영역에서 필요한 글쓰기 작업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연구

영역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흄 센터에서 특정 글쓰기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프로그램은 학위 논문

집중 훈련(Dissertation Boot Camp)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논문의 수행 경험이 부

족한 대학원생에게 논문 작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글쓰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적합한 시간을 제공하며 집중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3시간이나 4시간 단위

로 정해 놓고 그 시간을 관리해 주고 있다. 글쓰기 작업 중간 휴식 때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니터 요원도 있다. 글쓰기 동기부터 글쓰기 전략까지 상담

을 통해 제공하는데, 구체적으로 글쓰기 몰입을 위해 일정 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며

간단한 체조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정의적 영역부터 프린트 용지와 잉크, 간식과 음

료 제공 등의 현실적인 필요까지 포함하여 실제적이고 총체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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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예일 대학 글쓰기 집중 훈련 캠프와 연구 공간 제공

(Writing Boot camps and Study Halls)

학술적 글쓰기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

� 대학원생은 학술적 글쓰기로 인하여 고립될 수 있다.

� 글쓰기의 동기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 글쓰기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대학원생을 위한 글쓰기 집중 훈련 캠프와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 동료와의 우정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누린다.

� 작성하고 있는 논문이나 기타 프로젝트를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 이 캠프는 하루 종일 운영하기에 생산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인가?

� 이 캠프와 집필 공간은 지도교수와 박사 과정생을 위한 것이다.

� 논문, 안내서, 논문 챕터 또는 기타 작문 프로젝트를 작성한다.

� 공간, 시간 및 지원부서가 필요하다.

○ 글쓰기 집중 훈련 캠프 일정

� 쓰기집중 캠프는 일반적으로

� 10월 중순과 1월 말 주말과 5월 중순의 평일 주중에 운영한다.

� 각 프로그램에서는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와 점심, 커피를 제공한다.

�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휴식 프로그램을 넣어 6-7시간으로 구성된다.

○ 캠프 시간표

� 08:30 - 09:00 아침 식사

� 09:00 - 09:15 당일 목표 설정

� 09:15 - 12:00 쓰기, 쓰기, 쓰기

� 12:00 - 13:00 점심 식사

∙ 13:00 - 15:00 쓰기

∙ 15:00 - 15:15 간단한 다과 및 체조

∙ 15:15 - 16:45 더 많은 글쓰기

∙ 16:45 - 17:00 설명회

예일 대학에서도 글쓰기 집중 훈련 캠프(Writing Boot camps)를 <표 Ⅳ-9>와 같

이 실시하는데, 이때 시간과 공간을 정해 놓고 글쓰기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

경을 제공하고 있다.

<표Ⅳ-9>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일 대학의 글쓰기 집중 훈련 캠

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위 논문과 같이 인지적 부담이 큰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천지아(FM)는 [자료44]에서 방학을 보내고

인지적 부담이 큰 학위 논문 쓰기를 다시 시작할 때의 어려움을 “진짜 진짜 쓸 게

많았는데”, “그때 그 스트레스 하기 싫다 그런 마음”, “나는 또 써야 된다”, “목표를

세웠는데”, “무조건 해야 하지” 등의 말로 표현하였다. 천지아는 이렇게 풀어진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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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시 집중시키는 과정을 [자료66]에서 ‘자신하고 싸우는 시간’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때 선택한 전략이 바로 도서관(자료44)에서 독서실(자료66)로의 이동이었다. 즉 위

의 글쓰기 집중 훈련 캠프도 학위 논문 집필과 같이 인지적 부담이 큰 글쓰기는 집

중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최적의 공간과 시간을 제공

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글쓰기 집중 훈련 캠프는 일상의 공간이 아닌 휴가를 떠난 것 같은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원 논문 작성자가 글쓰기에 진척이 없을 때나 특정

연구 문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어 글을 생산해 내지 못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다. 캠프를 통하여 글쓰기 목표를 분명히 하고 책을 읽거나 자료를 찾는 행동

을 멈추고 오직 쓸 수 있도록 유도하여 연구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일

정한 분량을 집중적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즉 이 캠프는 쓰기, 내용 생산이라는 하

나의 목적만을 두고 집중적인 글쓰기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다. 이는 글을 쓰는 행위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인지적, 심리적 압박을 이겨낼 수 있

도록 돕는 방식이다. 천지아의 사례(자료39, 자료41, 자료43)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지적, 심리적 부담을 무릅쓰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부분들

을 찾아 결국 스스로 내용을 생성해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지아는 내용을

쓰면서도 자신의 ‘부족한 글쓰기 능력’, ‘학술적 글쓰기 경험’, ‘한국어 수준’, ‘이론의

부족’ 등을 어려움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

는 방식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글을 써 나가면서 내용을 더 집중

적으로 생성해낼 수 있었다. 이는 글쓰기에 대한 다른 질적 사례들에서도 보고하고

있는 지점이다. 특히 김혜연(2014)에서는 쓰기 과정에서 내용의 생성이 처음부터 조

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고 검토하는 역동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위임

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초보 연구자들이 글쓰기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4) 글쓰기 교정 및 편집 지원

장루이(FM)도 공식적인 언어 교환 프로그램이 아닌 일부 교수 집단의 지원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만난 타 전공의 학부생, 그리

고 같은 수업을 듣게 되면서 친밀해진 동일 전공의 학부생에게 논문의 실험 설계와

언어 표현상의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자료31]에서와 같이 장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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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논문과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문제가 커지게 되자 서론과 결론 중심

의 표현 수정을 맡기면서 20만원이라는 개인적인 비용을 지불한 것을 확인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장루이는 언어 표현에 대한 수정이나 연구 설계에 대해 믿고 맡길

수 있는 한국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학부생에게 자신

의 논문 진행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때 수정 분량이 많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기꺼

이 지불하였다. 이는 장루이가 한국어 수준도 높고 성실한 학생을 찾는 게 쉽지 않

다는 현실적 제약을 인식한 결과로 “시간이 되면 만나서 같이 밥 사주고 돈 주고”

하는 방식으로 논문 진행의 문제를 해결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술적 담

론이 보장된 곳에서 논문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외의

공간으로 공적 담론을 옮겨가면 외국인 유학생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시간적, 물질

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에 또 다른 어

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이 심사의 절차에 따라 학위 논문을 완성한 직후나 새롭게 생

성한 내용을 지도 교수에게 제출해야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인 대학원 동료의 문장과

표현에 대한 수정 단계 거치게 된다(자료88). 그러나 천지아와 장루이처럼 다른 연구

참여자들도 한국인 대학원 동료들이 학업과 일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에 언어적인 제약에서 조력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큰 부담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자료85]에서 얀몽(FD)은 혼자 수정을 하면서도 스스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수정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학위 논문 작성의 성공 여부에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심사가 끝난 이후에는 심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학위 논문 텍스트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이 관건이다. 그리고 학위 논문

텍스트의 완성도는 학술적인 문장과 표현 등 일차적으로 언어 능력이 담보되어야 확

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에서 글쓰기 교정

및 편집에 대한 지원이 정책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대학의 글쓰기 지원 프로그램은 연구자로서 대학원생이 수

행하는 글쓰기의 인지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대학원 연구 필자가 논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

경적, 제도적 지원을 세심하게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학문 담화 공동

체 구성원의 본질적인 역할과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달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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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하여 심층적

으로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과 조력이 기여하는 구체적인

양상을 밝히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대학원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으

로 한정하고 이들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질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지

금까지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연구가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술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학습자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부족

하였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학위 논문 작성은 학술적 글쓰기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고차원적인 글쓰기로서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

기 때문에 쓰기 결과물에 나타난 학습자의 언어 표현이나 수사적 구조에 대한 분석

만으로 심층적인 이해가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의 초반

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술적 글쓰기 과정을 따라 세 종류의 학위 논문 텍스트

(초심본, 재심본, 최종 완성본)를 수집하고 학위 논문 텍스트의 질적인 변화가 예상

되는 시점마다 정기적인 심층 면담을 실시하는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

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에 형성되어 있는 라포에 대하여

비중 있게 기술하였는데, 이는 라포 형성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인지적 부담과 심

리적 압박이 큰 학위 논문 텍스트를 수집하고 심층 면담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수집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학위 논문은 기본적으로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정해 놓은 일정한 심사의 절차와

기간을 따라 진행되는 글쓰기로서 학문 담화 공동체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바탕에 두고 있다. 그리고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글쓰기 결과물에 대하여 실제적인 피드백을 제

공하는 전문 독자층으로 이들의 구체적인 조력의 방식과 정도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학위 논문 작성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학

위 논문 텍스트의 질적인 변화와 그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파악하

는 데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텍스트 분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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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쓰기 결과 중심의 논의에서 나아가 학위 논문 작성이라는 특수한 맥락에 있는 외

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Ⅱ장에서는 학위 논문 작성의 일반적인 특성을 밝히고 학위 논문 작성 능력을 구

성하는 세부 능력들을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

성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제를 중심으로 특징을 기술하였다. 먼저 학술적

글쓰기인 학위 논문 작성이 지닌 일반적 특징으로 다섯 가지를 기술하였다. 첫째, 장

기간에 걸쳐 호흡이 긴 장문을 써내야 하는 학위 논문 작성에서는 명료화된 연구 문

제 설정이 중요하다. 명확한 연구 문제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다른 방향으

로 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위 논문 작

성은 자료 통합적인 글쓰기이다. 학술적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지식 생산 과정으로서

의 글쓰기’이기 때문에 지식 생산의 과정에서 자료를 통합하기 위해 통합하고자 하

는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될

때 필자는 자신의 연구 관점에서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고 자신의 논의를 확고히 하

거나 확장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학위 논문 작성은 다양한 독자층과

의 의사소통적 구조에서 의미 협상적으로 진행되는 글쓰기이다. 전문 독자층을 다양

하게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은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게 된다. 따라서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은 필연적으로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적 특징에 주목하게 된다. 넷째, 학위 논문 작성은 이론적 고찰을 통한 논증적 글쓰

기이다.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자신의 연구 주제가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 체계에

위치하는 지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연구자가 사용할 논증적 언어를 준비하게 된

다. 다섯째, 학위 논문 작성은 물러섬과 나아감이 반복되는 역동적인 글쓰기이다. 다

양한 내적․외적 요소들이 글쓰기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글쓰기를 촉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 필자는 환경적, 개인적 중재 요소들을 활용하여 인지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고 ‘쓰려는 노력’을 하게 될 때 학위 논문 작성이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살피기 위해 학위

논문 작성을 가능하게 하는 하위 능력을 연구 수행 능력, 학술적 텍스트 구성 능력,

학술적 텍스트 표현 능력으로 규정한 후 이 세 가지 능력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의 활용과 조력자와의 상호작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



- 227 -

을 논하였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로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의 특징적인 부

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첫째, 한국어는 제이언어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제이언어’와 ‘모어’가 중첩되는 지점이 존재하고 이들의 인지적․학술적 숙달성을 확

보해 가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는 궁극적으로 이들이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수행 언어’로 규정된다. 둘째, 학

위 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참조 모델에 대하여 높은 의존성을 보이

는데, 이들이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논하였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은 장르 중심적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

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문 담화 공동체의 의사소통적 목적에 맞는 텍스트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외국인 유학생은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서 다층적 필자 정체성, 즉 제이언어 사용 필자와 학술적 텍스트 구성 필자, 연구 수

행 필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는 지점과 학위 논문 작성에서 요구되는 연구

수행 필자 정체성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Ⅲ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면담 자료와

이들이 생산한 텍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학위 논문 작성 단계에 따른 과제 처리 양상

을 학위 논문 작성 능력 범주에서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이 과정을 추동하는 두 축인

참조 모델의 활용 양상과 조력자와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고찰, 기술하였다. 학위 논

문 작성 단계는 Ⅱ장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 준비하기, 초고 생산하기, 수정

및 정교화하기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의 과제 처리 양상을 연구 수행의 측면, 학술

적 텍스트 구성 측면, 학술적 텍스트 표현 측면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겪게 되는 어

려움과 해결 양상을 고찰, 기술하였다. Ⅲ장 1의 ‘연구 준비하기’에서 연구 참여자들

이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초고 생산을 준비하는 양상을 고찰하였

다. 특히 연구 준비하기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고민

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흥미가 맞닿아 있는 연구 주

제를 선정하는 것이 향후 연구 진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학술적 텍스트 구성의 측면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학술적 글쓰기 경험의

부재를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 학문 담화 공동체의 장르 지식을 형성하기 위해 학문

담화 공동체에 존재하는 참여 기제를 활용하는 양상, 그리고 모어를 활용한 내용 지

식을 형성해가며 초고 텍스트 생산을 준비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또한 학술적 텍

스트 표현 능력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석사 과정의 연구 참여자들은 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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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으로 언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 전략을 세우고, 박사 과정의 연구 참

여자들은 주로 참고 문헌의 언어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언어적 제약을 극복하려는 양

상을 확인하였다.

‘초고 생산하기’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수행의 측면에서 연구 문제를 찾고 자

료 분석과 관련된 과제를 처리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초고 생산에 일

차적인 목적을 두었는데, 연구 주제가 궁극적으로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에 대

한 문제의식 없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하여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 지도

교수나 심사 위원 등을 통해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

정하거나 재조정하였다. 그리고 자료 분석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일차적으로 자신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을 일차적으로 마무리하여 내용을 생

성하게 되는 지점에서 ‘내 논문’이라는 연구자로서의 주체성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됨을 고찰하였다. 학술적 텍스트 구성 측면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정서적 문제

를 다루고, 논문의 틀을 구조화하며 연구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선행 연구를 기술하

였다. 정서적인 문제를 다루게 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내

적, 외적 동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논문의 거시 구조는 학문 담화 공동체에

서 제공하는 지식 체계를 활용하여 어렵지 않게 파악하였으나 세부적인 내용 구성을

할 때, 예컨대 심리적 압박이 큰 상황에서 학위 논문의 논리적 문제를 다루어야 할

때 연구 참여자들이 실수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고 생산

의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일차적인 내용 생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인지적 부

담을 한 번에 무릅쓰지 않고 내용을 요약하여 나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그리

고 연구 참여자들은 학술적 텍스트 표현 측면에서 표현의 제약과 맞서기도 하고 내

용 생성에 유리한 언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수정 및 정교화하기’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 수행의 측면에서 연구자로서의 주

체성을 자각하고 연구 결과물에 대하여 의의와 가치를 부여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수행 필자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서 논의를 시도하였다. 학술적 텍스트 구성의 측면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내용을 재구조화하고 논증을 정교화해 나갔다. 심사의 과정과 지도 교수

의 논문 지도를 통해 학위 논문 텍스트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술적 텍스트 표현 측면에서 잘못된 어휘와 표현을 수정하고 시제의

문제를 수정하였다. 그리고 수정 및 정교화하기 단계에서는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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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력이 이루어졌다. 심사 위원과 지도 교수는 내용의 재구조

화와 논증의 정교화에 대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한국인 모어 화자는 학

술적 텍스트 표현과 구성에 대한 수정을 도왔다.

Ⅲ장 2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먼저 학문 담화 공동체의 지식 체계를 담고 있는 세

부 전공 영역별 학위 논문을 참조 모델로 활용하며 논문 작성을 준비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조력자와 면대면 상호작용의 기회가 적을 때 면대면 상호작용을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성격으로 활용하였고, 일차적인 내용 생성을 위한 참조적 성격

으로 참조 모델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기여하

는 조력자와의 상호작용은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조력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연구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문

제를 해결할 방향도 알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조력자와의 양적인 상호작용을 통하

여 상호신뢰 관계, 즉 라포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연구

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게 하여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Ⅳ장에서는 Ⅲ장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이해가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이해의 방식과 교육 내용의

실제를 제시하였다. 학문 담화 공동체는 학위 작성 과정에 있는 연구 참여자의 정의

적 영역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

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외국인 유학생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와 수준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교육 내용의 실제로는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연구 주제 선정을 위한 교육 활동, 둘째, 연구 문제 기술 방식을 지도하기

위한 활동, 셋째, 선행 연구 검토 후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기술해야 하는 범위에 대

하여 제안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상호작용

프로그램은 크게 논문 상담(counseling), 토론(세미나), 개별 지도(tutoring), 연구 설

계 자문(consulting)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설,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위 논문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학술적 글

쓰기 측면과 학술적 글쓰기 환경 조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제안하였다. 학술적 글쓰

기 교육에 대한 지원은 워크숍과 토론, 글쓰기 전문가의 개인 지도를 중심으로, 그리

고 학술적 글쓰기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은 글쓰기 집중 훈련 캠프(writing

boot-camp), 글쓰기 교정 및 편집 전문가 지원을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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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안하였다. 특히 학술적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는 미국 대학의 글쓰기 센터에서는 최근 글쓰기 집중 훈련 캠프(writing

boot-camp)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대학원 연구자들의 글쓰기 효율을 높이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한국 대학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적용, 활용한다면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인지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덜어줄 것으로 보

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외국인 유학생이 학문 담화 공동체와의 조력, 상호작용

을 통하여 학술적 글쓰기 능력, 특히 연구 수행 능력을 함양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문 담화 공동체의 정책적 지원이며 곧 이들을 위한 배려이다. 이는 연구 초

보자인 외국인 유학생이 연구 수행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 궁극적으로 해

당 학문 담화 공동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외국인 유학생을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학문 담화 공동체가 외국인 유학생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제언

이 연구의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인

외국인 유학생이 학위 논문 작성에서 발현해야 할 정체성은 연구 수행자로서의 정체

성이다. 이는 학문 발전의 기여라는 공통의 공적인 목적을 지닌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구성원의 역량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성장의 지점은 달라도 성장의

방향은 같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온 결론이다. 둘째,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서 외국

인 유학생은 학문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 즉 조력자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필요하

다. 그리고 이 조력은 외국인 유학생이 글쓰기의 단계마다 발휘해야 하는 학위 논문

작성의 세부 능력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면

두 구성원 모두가 각자 처해 있는 각 지점에서 학문 담화 공동체의 공통의 공적 목

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학문 담화 공동체의 학문적 소통과

교류, 즉 가르침과 배움이 진정한 소통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교학상장(敎學相長)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당연한 전제를 새롭게 이해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의

낯선 언어로, 외국인 유학생(초보 연구자)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가까이 접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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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전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래서 각 단계에서 중요

하게 다루어야 할 소주제들에 대해 면밀한 질적 분석을 해내지 못하였다. 예컨대 연

구 수행의 측면에서 연구 주제 선정하기, 연구 문제 찾기, 연구 의의 찾기 등 각 학

위 논문 작성에서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한 면밀한 질

적 분석은 후속 연구로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참조 문헌의 활용과 조력자와의 상호작용 양상에 대하여 공시적인 분석의

기술만 제공하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 논문 작성 과정을 추동하는 이 두

축에 대한 통시적인 고찰, 분석은 후속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박사 과정생과 석사 과정생의 사례가 혼재되어 있는데, 박

사 과정생과 석사 과정생이 각각 학위 논문을 진행하는 태도나 연구 수행의 복잡성,

연구의 무게와 가치 등이 다르다. 후속 연구에서는 박사 과정생과 석사 과정생으로

나누어 각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사례 수집과 분석이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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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항부터는 설문 참여자의 글쓰기 교육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문

목적 글쓰기와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위하여 다음을 읽고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 ‘학문 목적 글쓰기’는 대학 이상의 과정에서 학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글쓰기를

의미한다.

※ ‘학술적 글쓰기’는 학문 목적 글쓰기로 대학원 이상의 과정의 심화된 전공 영역과

관련된 글쓰기를 의미한다. 이는 해당 학문 담화 공동체의 장르 관습에 적절한 학문

적 담화를 생산하고 구성하는 글쓰기로, 학위 논문은 학술적 글쓰기의 대표적인 예

이다.

11. 모국에서 학문 목적 글쓰기 교육을 정식 교육 기관에서 받았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2. 다음 중에서 모국의 대학에서 어떤 종류의 글쓰기를 해 보았습니까? (중복 답변

가능)

① 보고서 ② 학위 논문 ③ 학술 논문 ④ 서평 ⑤ 기타( )

13. 모국어와 한국어에서의 학술적 글쓰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 모국어 학술적 글쓰기:

∙ 한국어 학술적 글쓰기:

14. 모국어로 학위 논문을 작성해 보았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5. 한국에서 학문 목적 글쓰기 교육을 받았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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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국 대학원 진학 이전에 한국어로 어떠한 글쓰기 경험이 있습니까? (중복 답변

가능)

① 보고서 ② 학위 논문 ③ 학술 논문 ④ 서평 ⑤ 발제문 ⑥기타( )

17. 한국 대학원 진학 후에 한국어로 어떠한 글쓰기 경험이 있습니까? (중복 답변

가능)

① 보고서 ② 학위 논문 ③ 학술 논문 ④ 서평 ⑤ 발제문 ⑥ 기타( )

18. 한국에서의 학문 목적 글쓰기 교육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① 언어 교육원( ) ② 대학 글쓰기 강좌( ) ③ 대학원( )

19. 한국에서 학위 논문 작성 교육을 받았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20. 한국어로 학위 논문을 작성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없다

21. 한국 대학원 과정 중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글쓰기 장르를 중

요한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 ) ➡ ( ) ➡ ( ) ➡ ( ) ➡ ( )

① 보고서 ② 학위 논문 ③ 학술 논문 ④ 발제문 ⑤ 수업 발표문

21-1. 21번에서 그렇게 답한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 )

22. 학위 논문 작성 단계에서 어려운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① 연구 주제 선정하기 ② 자료 수집하기 ③ 연구 방법 정하기

④ 선행 연구 검토하기 ⑤ 자료 분석을 위한 이론 검토하기

⑥ 자료 분석 및 논의하기 ⑦ 각주 처리 및 참고문헌 정리하기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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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학위 논문 작성에서 겪는 글쓰기 어려움은 무엇 때문인지 이유를 순서대로 적어주

십시오. ( ) ➡ ( ) ➡ ( ) ➡ ( )

① 어휘와 문법 지식이 부족해서 ② 학술적 문체와 관련된 지식이 부족해서

③ 학위 논문의 구조가 복잡해서 ④ 각 장에 적합한 내용 구성이 어려워서

23-1. 23번에서 제시한 것 외에 학위 논문 쓰기가 어려운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

24. 학위 논문 작성과 관련된 글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

력을 하였습니까? (중복 답변 가능)

①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론 검토하기 ② 유사한 주제의 논문 참조하기

③ 한국인 조력자에게 도움 요청하기 ④ 글쓰기 강좌 수강하기

⑤ 지도 교수와 면담하기 ⑥ 기타( )

24-1. 24번에서 답한 글쓰기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 학위 논문 쓰기의 어떠한 부분

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

25. 학위 논문 작성에 도움을 받고 있는 조력자가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26. 학위 논문 작성에 도움을 준 조력자는 누구였습니까? (중복 답변 가능)

① 지도 교수 ② 한국인 대학원 동료

③ 같은 언어권 대학원 동료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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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각 조력자가 학위 논문 쓰기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도움을 주었

는지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중복 답변 가능)

  < 보기 >

① 연구 주제 한정하기                 ② 연구사 기술하기    

③ 이론적 배경 기술하기               ④ 연구 방법 결정 및 자료 수집하기 

⑤ 실험 설계하기                      ⑥ 각 장의 세부적인 내용 구성하기       

⑦ 목차 작성하기                      ⑧ 일관성(용어와 연구 관점) 있게 기술하기

⑨ 참고 문헌 선정하기                 ⑩ 제시한 표, 그림에 대해 설명하기

⑪ 문법 오류 교정하기                 ⑫ 표절 문장 수정하기 

⑬ 각주 기술하기                      ⑭ 학술적인 문장으로 표현하기

• 지도교수 ( )

• 한국인 대학원 동료 ( )

• 같은 언어권 대학원 동료 ( )

• 기타 ( )

27-1. 27번의 보기에서 본인 혼자서 해결한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 )

28. 학위 논문을 쓸 때 참조할 수 있는 글쓰기 모델을 선정합니까?

① 예 ② 아니요

29. 글쓰기 참조 모델이 어떤 부분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중복 답변 가능)

① 학술적인 문장 표현 ② 연구사 기술

③ 이론적 배경 기술 ④ 연구 방법 선정

⑤ 실험 설계 ⑥ 각 장의 세부적인 내용 구성

⑦ 목차 작성 ⑧ 자료 분석에 대한 기술

⑨ 참고 문헌 선정 ⑩ 표와 그림에 대한 기술

⑪ 인용 기술 ⑫ 각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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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29번의 중복 답변에서 도움이 많이 된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답변이 세 개면 세 개만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 ) ➡ ( ) ➡ ( ) ➡ ( ) ➡ ( ) ➡ ( )

30. 주제가 유사한 학위 논문 중 주로 어떤 논문을 참조합니까?

① 한국인 석사학위논문 ② 자신과 동일 국적의 유학생 석사학위논문

③ 한국인 박사학위논문 ④ 자신과 동일 국적의 유학생 박사학위논문

⑤ 기타( )

31.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장르 지식을 형성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입니

까?

① 논문 공개 발표장 ② 논문 연구 ③ 대학원 세미나 ④ 전공 수업

⑤ 참조 논문 검토 ⑥ 조력자와의 면담 ⑦ 기타( )

32.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 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면 학위 논문 쓰

기에 도움이 될지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33.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학위논문 지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도가 마련되면 도

움이 될지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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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dissertation writing process

of Foreign students

- Focusing on utilizing reference model and interaction with helpers -

Choi, Ju-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educational proposal for the

graduate students based o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dissertation

writing process for foreign students. The key research issue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graduate thesis writing of

foreign students and what are specific abilities to write thesis? Second, what

are the tasks that foreign graduate students should handle in the dissertation

writing process? Third, how is the dissertation writing process affected by

which the interaction between the facilitator and the student, and the application

of the reference model? Fourth, what are the concrete contents and policies to

support dissertation writing of foreign graduate students? In addition, this study

assumes that the whole process of dissertation writing is a procedure of

communications in the academic discourse community, and the thesis writing

ability consists of research ability, academic text composition ability, and

academic text expression ability. These abilities are developed through

interactions among academic discourse community members.

In Chapter Ⅱ, I describ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sis writing as

academic writing and categorized the abilities to write thesis. Also, I enunci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eign student's dissertation writing.

In Chapter III, on grounds of interviews and text data analysis results of

foreign students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I examined the aspects of the

task processing according to the thesis writing stages within the thesis writing

ability category. And I analyzed the usage pattern of the reference model and

the interaction patterns with helpers.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s in

chapter II, the thesis writing process is divided into initial preparation stage,

initial production stage, and revision and refinement stage. Each stage is

reviewed and described in the aspect of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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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 task handling process in the preparatory stage of initial production

is as in the following. For the performance of research task, foreign students

select the subject of research, collect data to prepare the first review thesis.

During this process, they overcome the absence of academic writing experience

in academic text composition and try to form genre knowledge of academic

discourse community. To produce the first draft, they establish a short term

strategy to solve the problem of language expression in the academic textual

expression and grasp the language of the reference documents.

The foreign students who are in the main stage of thesis writing find out the

research problems in terms of research performance, deal with the problems

related to data analysis, handle the emotional problems in the aspect of

academic text composition, structure the framework of the thesis and describe

the research purpose and necessity. They resolve the problem confronting the

constraints of expression in terms of academic text representation by using

languages which are advantageous for content creation.

The research participants prepare their thesis utilizing discourse community’s

dissertations as reference model written in the territories for sophisticated academic

research. Reference models are used to replace face-to-face interactions when

face-to-face interactions are not available, and are utilized as a reference character

to generate primary contents. Furthermore, the interactions with the facilitators who

contribute to the preparation of dissertation are required in both phases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The research participants become aware of the

problems of their researches through interactions with the facilitators, and also

figure out the direction to solve the problems. The research participants develop a

mutual trust relationship, that is to say rapport, through quantitative interactions

with their facilitators, which resulted in strengthening their identity as researcher,

thereby creating a positive impacts on the thesis writing process.

Based on the discussions on the dissertation writing process in chapter Ⅲ,

chapter IV presents the actual ways of understanding the foreign student’s thesis

preparing in the academic community and the realizations of the educational

contents. In this regard, I suggest that the academic community should understand

the difficulties of foreign students in affective domain, actively support overcoming

those difficulties and encourage continued interactions for them. Regarding contents

of the actual education for understanding, I put forward these three proposal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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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ducation contents: first, the guide for foreign students to select the thesis

topic, second, the activity to guide to describing research issues, third, the extent

to which the research topic should be described after review of the preceding

studies. Furthermore, I propose the educational policies for foreign student’s

dissertation writing related to academic writing and environmental composition for

academic writing. With regard to support for academic writing, I propose three

supporting ways of workshops, discussion and the personal tutoring from writing

experts. In regard to creating an environment for academic writing, intensive

writing training camps and supports from writing and editing specialists are

suggested with detailed examples.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dissertation writing, academic writing,

helpers, interaction, rapport formation, reference model, academic discours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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