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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반영된 개입을 비교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개입' 중심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다루었다. 첫째, 중국어 작문은 상

위 수준, 한국어 작문은 중하, 하위 수준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작문 상위 수준인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증적 글에 나타난 개입이 어떻게 

다른가? 둘째, '개입' 중심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 내용이 어떻게 구

성되어야 하는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다루기 위해 혼합연구방법론으로 접근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고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한국인 한

국어 쓰기 교수자,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로 구성하였다. 자료 수집 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유사한 주제로 중국어와 한국어로 각각 논증적 

글 한 편을 쓰도록 하였으며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는 한국어로 논증적 글 

한 편을 쓰도록 하였다. 작문 자료 수집 후 중국어와 한국어 교육 전문가

에 의뢰하여 채점을 하였고 채점 결과에 따라 중국어 작문은 상위, 한국어 

작문은 중하, 하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상위 수준

으로 평가되는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개입 사용의 의도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한국어 쓰기 교수자에게는 설문조사로 쓰기 교

육 내용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

에 반영된 개입이 양적, 질적으로 모두 차이가 발견되었다. 전체적으로 보

면 한국어 모어 화자는 다성적 목소리를 더 많이 사용하는 데 비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단성적 목소리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증적 텍스트가 대화성이 강하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가 대화성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

어 학습자는 개입 사용의 다양성, 적절성, 개입 간의 결합 사용 능력이 부

족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개입의 사용이 중국어의 영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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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성적 목소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 중에

서 상호텍스트적 가정의 사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

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더 많이 사용하였다. 상호텍스트적 가정은 객

관 사실과 공유 지식으로 나누어지고 주로 배경 제시와 근거 제시의 기능

으로 사용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근거 기반 

가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한국어 모어 화자가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근거 기반 가정의 사용 능력

과 의식이 부족해 보였다. 질적으로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는 근거 기반 

가정과 승인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지만 중국인 한국어 학

습자는 상호텍스트적 가정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내러티브

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는 모두 많이 사용하지 않았

으며 개인적 단언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만 사용하였다. 

  대화적 공간 확대의 경우, 판단유보에서 가능성 평가의 사용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개인 관점 사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확인되었다. 질적으로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는 주로 가능성 평가의 

주장하기 기능을 사용하였지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주로 근거 제시의 

기능을 사용하였다. 개인 관점의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는 주로 주장하기

의 기능을 사용하였지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주장하기 외에 근거 제

시의 기능도 사용하였다. 객체화 사용에서 인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고 거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한국어 모

어 화자가 더 많이 사용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거리를 사용하는 

의식과 능력이 부족해 보였다. 

  대화적 공간 축소의 경우, 선언 사용에서 동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한국어 모어 화자가 더 많이 사용하였고 중국인 한

국어 학습자는 동조를 사용하는 의식이 부족하였다. 승인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질적으로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는 보

통 출처를 밝혀 사용하였는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출처를 밝히지 않

았다. 공표의 사용은 양적, 질적 차이가 거의 없었다. 부인의 사용에서 부

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한국어 모어 화자가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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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부정을 사용하는 의식과 능력이 

부족해 보였다. 반대의 사용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한국

어 모어 화자가 더 많이 사용하였다. 질적으로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는 

반대를 동조, 거리, 상호텍스트적 가정과 결합하여 사용하였지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반대를 다양한 개입과 결합하여 사용해서 경향성을 파악

하기 어려웠다. 

  요약하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독자 의식이 부족하고 논증적 텍스트

에서 독자와의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해 보였다. 그 원인을 문화 간 수사학

적 접근으로 대문화와 소문화의 측면에서 해석하였다. 대화문의 측면에서

는 주로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와 개입 사용의 차이를 들 수 있

다. 소문화의 측면에서 보면 중국에서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은 중

국어 의론문의 영향을 받았으며 학습자의 독자 의식도 부족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개입' 중심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 내용을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 독자 

의식 고양, 개입의 사용 3 단계로 나누어 구성해 보았다. 중·한 논증적 글

의 차이는 주로 개념과 구성 요소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독자 의식 고양

시키기는 주로 독자 의식 갖기, 독자 설정, 독자 입장 고려로 구성하였다. 

개입 사용은 각 개입의 사용 상황과 기능, 개입 간의 결합 사용, 중·한 개

입 사용의 차이, 각 개입을 이루는 표현으로 구성하였다.

주요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논증적 글쓰기,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 평가어 이론, 개입, 단성적 목소리, 다성적 목소

리, 대화적 공간 확대, 대화적 공간 축소, 문화 간 수사학, 신수사

학

학번: 2014-3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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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논증적 글쓰기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중요한 기술(Crowhurst, 1990: 349; 
Nippold, 2000: 22)이고 학문 목적 쓰기의 한 유형으로서 제2언어 학습자의 학문 
목적 경험의 중요한 부분이며 학문 목적, 특수 목적 쓰기 과제 중에서 기본적 
글쓰기 유형이다(Khodabandeh, et al., 2013: 684). 이러한 논증적 글쓰기는 많은 
학문에서 중심적인 기능으로 여겨지고 있다(Ho, 2011: 2). 논증적 글을 쓰는 것
은 학습자들의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Driver, Newton & Osborne, 2000: 
288; Schwarz, Neuman, Gil & Iiya, 2003: 221).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는 진학이
나 취직 목적 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정다운, 2007: 217) 학업 수행에
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홍혜준, 2008: 1; 이선영·박영지, 2016: 150; 
혼다 유나, 2016: 2). 그러나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라 할지라도 한국어로 
논증적 글을 쓸 때 부담이 크고(이선영·박영지, 2016: 150)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다(김현미, 2011: 42; 조인옥, 2014: 38). 
  그리고 TOPIK 5, 6급 평가 기준에 논설문을 쓸 수 있고 '한국어 담화 구조의 
특징을 이해하여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
다.1) 뿐만 아니라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에서도 5, 6급의 교육 목표와 
내용에 논설문이 포함되어 있으며(김중섭 외, 2010) 각 기관에서 출간된 고급 
한국어 교재에서도 논설문을 필수적으로 다루고 있다(이선영·박영지, 2016: 
150). 이 외에 자국에서 외국어를 전공하는 경우에 학습자들의 실생활에서 당
장 외국어 쓰기가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목표어 환경에서 공부하려는 학습자
들은 목표어로 학문적 글을 써야 되기에 자국에서도 목표어 쓰기 교육이 필요
하다(Reichelt, et al., 2012: 35). 사실 목표어 환경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학원에
서도 목표어로 학문적 글을 써야 한다.2) 중국에서의 학문 목적 한국어 전공자
1) http://www.topi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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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국이나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고 상당수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학문 목적 학습자이다.3) 이러한 배경에서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  
  논증적 글쓰기를 단순한 논리적 글쓰기가 아니라 설득을 목적으로 한 독자와
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민병곤, 2008: 113) 볼 때, 논증적 글쓰기는 단순히 일
방적으로 필자의 주장을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입장도 고려하고 독자와 
상호작용하면서 논증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로 보아 논증적 글을 쓸 때 필자
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호(Ho, 2011: 1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초기의 제2언어 쓰기 연구에
서는 텍스트를 정적이고 탈맥락적 긴 이야기로 보아 물리적 텍스트 자체에 초
점을 맞추었으며 상호작용적 측면을 소홀히 다루었다. 이러한 접근법은 모국어
와 목표어 작문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지만 그 원인을 설명하
기는 어렵다(Ho, 2011: 10).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리(Li, 2008: 18)에서도 텍스
2)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논문 검색 사이트인 CNKI(www.cnki.net)에서 검색된 각 학교 한국

어과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보면 대부분 학교에서 한국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
이며 일부 학교에서만 중국어로 작성함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張英美・王笑天(2004)에서 북경대학교, 복단대학교, 상해외국어대학교, 산동대학교(위해 캠
퍼스), 연변대학교 졸업생 진로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중국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의 경우, 북
경대학교(2001년) 64.3%, 복단대학교(2000년) 66.7%, 상해외국어대학교(2000년) 10.5%, 산동
대학교(위해 캠퍼스)(2002년) 18.5%, 연변대학교(2001) 22.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해
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수의 졸업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한 것을 알 수 있
다. 張英美(2013)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 동북 지역, 화북 지역(북경), 화동 지역, 화남 지역에
서 기업에 취직한 졸업생은 50-70%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중국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한 졸업
생은 10-2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두 번째 순위로 나타났다. 윤경애(2016)에서 제시된 요녕
성일반대학학부전공종합평가사이트(遼寧省普通高校本科專業綜合評價網, http://zypt.upln.cn/s
es)의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기업에 취직한 졸업생은 47%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에서 대학원 
진학과 유학은 17.9%로 그 뒤에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요녕성일반대학학부전공종합평가
사이트는 대학 교수만 접근 가능한 것이라서 이 연구에서 윤경애(2016)를 재인용하였다.)

   연구자는 2016년에 중국에서 한국어 관련 석사 과정 대학원생 모집 자격을 갖추는 학교의 홈
페이지에서 제시된 대학원생 모집 인원수를 조사하였다. 한국어는 보통 외국어대학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는 대학 전체의 모집 인원수만 제시한다. 이런 경우에 각 전공의 모집 
인원이 꼭 일치하지 않겠지만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어 관련 전공의 인원수를 산출
하였다. 조사의 결과, 명확히 모집 인원수를 제시하지 않는 학교를 제외하면 석사 대학원생의 
모집 인원수는 250명 내외이다.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한국의 각 대학교에서 인문사회계열 재학 중
인 중국인 석사 유학생은 6301명, 박사 유학생은 1220명으로 합해서 75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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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중심의 분석은 문화적 맥락에 대한 신뢰할 만한 이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김출규(Kim, 2009: 2088), 김출규와 톰프슨(Kim ＆ 
Thompson, 2010: 54)에서는 텍스트 조직에 초점을 맞춘다면 쓰기 담화의 경험
적, 상호작용적 측면은 소홀히 하기 때문에 쓰기의 상호작용적 기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호(Ho, 2011: 37)에서는 기존의 쓰기 
교육 연구는 대부분 응집성(coherence)이나 응결성(cohesion)과 관련되고 중요
한 상호작용적 측면을 소홀히 하였으며 텍스트를 상호작용적 실체로 보지 않았
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하면 텍스트를 
더욱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와 독자는 
모두 의미 구성에 참여하게 되어 텍스트 분석에서 필자의 태도, 의도, 독자 의식 
등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Ho, 2011: 11).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는 초기에 책임 분포(responsibility dis-
tribution, Hinds, 1987), 화용적 이해(pragmatic interpretation, Hinkel, 1994) 등의 
접근이 있었는데 이런 접근법은 일관된 이론적 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Ho, 
2011: 40). 최근에 들어와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입장과 개입(stance and engage-
ment, Hyland, 2005)과 평가어 이론(appraisal theory, Martin ＆ White, 2005)이 
나타났다. 입장과 개입은 하이랜드(Hyland, 2005)에서 제시한 것으로 입장은 완
곡 표현(hedges), 강조 표현(boosters), 태도 표지(attitude markers), 자기 언급하
기(self-mentions)를 포함하고 개입은 독자 대명사(reader pronouns), 개인적 방
백(personal asides), 공유 지식 호소하기(appeals to shared knowledge), 지시하기
(directives), 질문하기(questions)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독자 대명사는 독자를 
언급하고 독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인데 한국어에는 2인칭 대명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인 분석 
기준도 부재하였다. 입장과 개입에 비하여 평가어 이론은 텍스트를 분석하는 
도구와 구체적 코딩 지침을 제공하였고(Ho, 2011: 50)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되
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평가어 이론으로 접근하는 연구가(Lee, 2006; Ho, 
2011; Liu, 2015)4) 이루어지고 있다.  
4) 이숙희(Lee, 2006), 호(Ho, 2011), 리우(Liu, 2015)는 영어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에 반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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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어 이론은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가 체계기능언어학의 상
호작용적 의미를 발전시킨 이론으로서 태도(attitude), 개입(engagement), 강도
(graduation)의 세 가지 하위 범주가 포함되어 있다. 태도는 사물, 사람, 행동, 사
건, 상황에 대해 저자 또는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언어적 자원으로서 다시 감정(feeling), 판단(judgement), 감상(appreciation)으로 
나눌 수 있어 주로 필자나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다. 이는 객관성을 요구하는 한
국어 논증적 글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강도는 태도와 개입의 강도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 자원이다. 개입은 기술된 입장에 대한 저자의 위치
를 보여 주는 언어 자원으로서 태도와 강도에 비해 텍스트를 위한 다성적 배경
을 구축하는 것으로 선행 발화, 가능한 대안적 관점, 그리고 필자가 기대하는 
담화를 포함하고(Martin & White, 2005: 97) 필자와 잠재적 독자와의 대화와 의
사소통을 강조한다. 그리고 스웨인(Swain, 2010: 291)에 의하면 학문 목적 학습
자는 개입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대화자의 위치 잡이(dialogistic positioning)보다 
태도 자원 사용에서 어려움을 덜 부딪친다. 또한 개입은 태도에 비해 논증이 잘 
되는 글과 그렇지 못한 글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다(Swain, 2010: 292). 따라서 
호(Ho, 2011: 43)에서 지적하였듯이 개입은 논증적 글쓰기와 직접 관련되는 것
이다. 논증적 글쓰기에서 적당히 개입 자원을 사용하면 필자가 사건과 문제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표현력 강화, 입장과 태도 표명, 화제 시작, 서로 다른 입장 

개입을 체계적으로 다룬 대표적인 연구들이다. 이숙희(Lee, 2006)에서는 아시아 영어 학습자
의 논증적 텍스트에 반영된 상호작용적 자원(태도, 개입, 강도 등)을 양적, 질적 분석을 하여 
영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 이전의 틀로 접근하였으며 영어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적 자원 사용 양상의 원인
을 소홀히 다루었다. 호(Ho, 2011)에서는 베트남인 영어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에 나타난 
개입 자원에 대한 양적 분석만 하였고 질적 분석을 하지 않았다. 리우(Liu, 2015)에서는 문화 
간 수사학과 평가어 이론에 의하여 중국인 영어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에 반영된 개입에 대
한 양적 분석을 하였으나 질적 분석을 깊이 있게 하지 않았고 또한 개입 양상에 대한 원인을 
소홀히 다루었다. 본 연구는 신수사학과 문화 간 수사학, 그리고 평가어 이론에 의하여 중국
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에 반영된 개입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개입 사용 양상이 나타난 원인도 탐색해 보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진원(2014)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신문 사설의 개입 사용이 다르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록 영어 교육에서도 개입에 관한 연구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영어와 다른 한국어에
서 개입 사용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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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협상에 도움이 되어 독자를 설득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向平·肖德法, 
2009: 26; 王繼美·李長忠, 2010: 74). 따라서 본 연구는 태도와 강도에 비해 개
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물론 태도와 강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와 직접적으로 관
련되는 개입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5) 그리고 맹강(2017ㄱ, ㄴ)에서 중국과 한국
의 신문 사설의 개입 사용 양상이 다르다고 밝혔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이
런 차이로 인해 한국어 논증적 글을 잘 쓰지 못할 수도 있어 중국인 한국어 학
습자의 논증적 텍스트에 반영된 개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적 글을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적 관
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개입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중국어 작문은 상위 수준, 한국어 작문은 중하, 하위 수준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작문 상위 수준인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증적 글에 나타난 개입이 어떻게 다
른가? 

  - 개별 개입의 수가 양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 개별 개입이 질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 개별 개입 간의 결합 사용이 어떻게 다른가?
2. '개입' 중심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조인옥(2014: 49)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중국어 작문 우수-한국어 작
문 우수, 중국어 작문 우수-한국어 작문 열등, 중국어 작문 열등-한국어 작문 우
수, 중국어 작문 열등-한국어 작문 열등 4 그룹으로 나눈 바 있는데 이 중에서 
세 번째 집단은 존재할 가능성이 낮고 네 번째 집단은 모국어 작문 실력으로 
인한 것으로 귀결하였다. 가장 문제가 되는 집단은 두 번째 집단인데 이는 언어
적 문제 외에 중국식 글쓰기 습관의 영향도 받았을 것이다(조인옥, 2014: 50). 
5) 학문 목적 글쓰기에서 어떤 연구가 '의의가 있다'와 같은 표현으로 선행연구를 평가하기

도 하는데 이는 '감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문 목적 글쓰기에서 강도를 표시하는 
'아주'나 '조금'과 같은 어휘를 통해 강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경우도 있다. 태도와 강도에 
대한 논의는 후속 연구에서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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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언어적 능력과 작문 능력 외에 다른 요소에서 원인을 탐색해야 한
다(조인옥, 2014: 56). 즉 언어 능력의 영향도 클 것이지만 문화 요소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언어 능력의 문제는 중국의 현행 한국어 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겠지만 문화에 관한 문제는 현행 한국어 교육과정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국어 작문은 상위 수준, 한국어 작문은 중하, 하위 수
준인 학습자의 작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하기로 하였다. 중국어 작문이 상위 
수준이라면 모국어 쓰기 능력이 괜찮고 한국어 능력의 부족과 중·한 논증적 
글의 차이 때문에 한국어 논증적 글을 잘 쓰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학습자에게는 한국어와 중국어 논증적 글의 개입 사용의 차이를 가르쳐 준
다면 한국어 논증적 글을 잘 쓸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어 작문도 중, 
하위 수준인 학습자는 모국어 작문 능력 자체가 부족하고 한국어 능력의 부족
과 한·중 논증적 글의 차이 때문에 한국어 논증적 글을 잘 쓰지 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국어 논증
적 글쓰기 능력 향상과 한국어와 중국어 논증적 글의 차이를 같이 가르쳐 주어
야 할 것이다. 즉 이중적 처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
에 별도의 연구에서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어 작문은 상위 수
준, 한국어 작문은 중하, 하위 수준으로 평가를 받은 학습자의 작문만 선택해서 
분석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논증적 글이 상위 수준으로 평가 받은 한국어 모어 
화자의 글과 비교하는 것은 리우와 퍼노(Liu & Furneaux, 2014: 76-77)에서 기
존의 문화 간 수사학 연구에서 모어 화자의 작문의 질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지
적을 고려한 것이다. 즉 비교의 기준이 될 작문은 능숙한 필자들이 쓴 글이어야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논증적 글쓰기 교육 연구는 국어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 모두 활발히 이루어
졌는데 본 연구는 국어교육에서의 연구와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구로 나누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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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국어교육에서 논증적 글쓰기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대표적
인 연구로는 민병곤(2004), 조효정(2006), 이영호(2012), 김현미(2014) 등을 들 
수 있다.
  민병곤(2004)에서는 논증이론을 기반으로 논증적 글의 논증구조는 화용·대
화론적 분석 방법으로, 논증도식은 화용·대화론과 수사학 이론을 수렴한 킨포
인트너(Kienpointner, 1992)의 틀로 분석하였고 논증표지는 논증의 요소와 구조 
관련 표지, 논증 도식 관련 표지, 논증적 상호작용 관련 표지로 나누어 살펴보았
으며 학생의 논증구조, 논증도식, 논증표지 사용 양상의 인지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논증적 글쓰기의 교육 내용을 논증구조, 논
증도식, 논증표지, 인지적 전략,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논증이론에 기반한 연구로서 조효정(2006)에서는 툴민(Toulmin)의 논
증구조를 익히는 방법으로 논증적 글쓰기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하였다. 김현
미(2014)에서는 이유, 근거, 반론 인식과 반박이 주장과의 결합 방식에 따라 논
증구조를 '이유형', '근거형', '이유-근거형', '이유-반박형', '근거-반박형', '이유-
근거-반박형'으로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
지 학생들의 논증적 글의 논증구조와 논증도식을 살펴봄으로써 교육적 시사점
을 제안하였다.
  이영호(2012)에서는 논증 내용 생성의 기제, 논증 타당화 방식의 유형, 논증 
소통을 위한 전략 3 가지 측면에서 학습자 논술문에 반영된 논증 양상과 문제
점을 살펴보았으며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 토대
를 둔 협력 방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학습 논술 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교육에서 논증적 글쓰기에 관한 연구는 홍혜준(2008), 조인옥(2014), 
응 웬티 후옹 센(2015), 제효봉(2015), 혼다 유나(2016), 엥흐토야(Enkhtuya, 
2017)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홍혜준(2008), 엥흐토야(Enkhtuya, 2017)는 
논증이론에 기반을 둔 연구로 볼 수 있고 조인옥(2014), 제효봉(2015), 혼다 유
나(2016)는 텍스트언어학에 기반을 둔 연구로 볼 수 있으며 응 웬티 후옹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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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은 논증이론과 텍스트언어학을 결합한 연구로 볼 수 있다.
  홍혜준(2008)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보고서를 논증도식, 논증구
조, 논증표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어 학습자는 비교도식과 예시도식을 많이 사
용한 반면에 인과도식과 권위도식을 활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다. 논증구조 
층위에서는 논거 제시의 방식에서 논리성 오류와 단락 의식 결여 등의 문제점
이 나타났다. 논증표지 층위에서는 호응관계가 부적절한 경우, 조사의 오용, 감
정적 태도로 인한 비약, 자료에 대한 적절한 해석의 결여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
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학문 목적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의 교육 내용
을 논거지지를 위한 논증도식 선택, 문장모델과의 상호조회를 통한 논증구조 
재구성, 논거생성과 논증표지 조직으로 제시하였으며 교육 방안으로는 문장 모
델을 통한 글쓰기 교육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엥흐토야(Enkhtuya, 2017)에서도 
한국어 학습자의 논설문의 논증구조, 논증도식, 논증표지를 다루었다.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설문의 최상위구조(서론-본론-결론, 논증구조), 거시구조
(논증표지, 논증도식, 설득력), 미시구조(논증표지, 문체)를 분석한 결과, 몽골
인 한국어 학습자의 몽골어와 한국어 논설문의 최상위구조, 거시구조, 미시구조
가 모두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
를 위한 논설문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다.
  조인옥(2014)에서는 대조수사학과 텍스트언어학 작문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설 텍스트에 나타난 모국어의 영향에 초점을 맞춰 
모국어의 작문 관습이 한국어 작문에 전이되었음을 밝히고 중국의 의론문과 한
국의 논설문의 개념과 범위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밝혔다. 그리고 논증 텍스
트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 '논거'에 관한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비교하여 스토리 
논거가 중국 논설 텍스트의 특성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
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논설 텍스트 교육에 대하여 한국어 논설 텍스트의 개
념 교육, 한국식 논거 개념과 범주 교육, 작문 교재 개발 등을 교육 방향으로 
언급하였다. 이 연구는 논설 텍스트 생성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모국어의 영향
을 밝히고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자료 수집을 보면 먼
저 '체벌'을 주제로 하여 중국어로 의론문을 쓰고 1주일 후에 중국어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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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론문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2주일 후에 다시 같은 주제로 한국어로 논설문을 
쓰게 하였다. 이렇게 했다면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작문할 때 중국어로 글을 쓰
고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을 그대로 한국어로 글을 쓸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
서 이를 모국어 작문 관습과 모국어의 영향으로 보는 데 무리가 있을 것이다.
  응웬 티 후옹 센(2015)에서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TOPIK 작문 자료를 
수집하여 글의 구성 요소와 글의 수준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글의 내용 측면, 형식 측면, 사회적 맥락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
하여 글 수준 하위 집단과 상위 집단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베트남인 한
국어 학습자들의 주장하는 글쓰기 양상에 대하여 학습장과 학습자의 측면에서 
해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쓰기의 교수·학습 원리와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효봉(2015)에서는 대조수사학 이론을 기반으로 L2 작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모국어의 영향에 초점을 맞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백일장 작문을 
수집하여 문법적 응집성과 텍스트 조직과 표현을 분석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
한 교육 내용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문법적 응집성을 지시와 조응, 연접과 
시제로 나누어 살펴봤으며 논설문 문단을 중심으로 텍스트 조직을 주제 전개, 
단락 조직, 단락 내부의 내용 조직으로, 텍스트 표현 기법을 마무리 방식과 수사
적 기법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체계
적인 연구라 할 수 있으며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작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맞춰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의의를 가진
다. 그러나 백일장 작문을 분석 자료로 하는 것이 여러 학교의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2-3개 학교의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
과 크게 구별되는 장점이 있지만 백일장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각 학교에서 
잘하는 학습자이기 때문에 모든 학습자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 제2언어 학습자의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할 때 문
화 간 수사학에서는 학습자에 대한 접근을 매우 중요시하는데 이 연구는 학습
자를 직접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글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해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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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다 유나(2016)에서는 문화 간 수사학적 접근으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설문의 구조를 최상위구조(단락 구성, 논지 전개 등 전체
구조), 거시구조(주제문 위치, 논거 등), 미시구조(문체, 담화 표지 등)를 비교하
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으며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논설문 쓰기는 
모국어 전이의 영향을 받았고 글을 쓸 때 어느 언어로 사고하는지가 글쓰기 결
과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즉 일본어로 사고한 것이라면 일본어 글쓰
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으며 한국어로 사고한 것이라면 한국인의 글쓰기와 
더 유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발견을 바탕으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를 위한 한국어 논설문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 주목할 만한 연구는 이슬비(2016)이다. 이슬비(2016)에서는 필자 태
도 표현의 개념을 정립하고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의 평가어 이
론을 변형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보고서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학술지 
논문의 필자 태도 표현을 비교·분석하였다. 평가어 이론은 태도, 개입, 강도 3 
범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슬비(2016)에서는 이를 변형하여 대상에 대한 필자
의 평가를 드러내는 평가적 태도, 필자의 명제에 대해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인식적 태도, 독자를 고려하여 표현을 삽입하는 상호작용적 태도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틀에 의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첫째, 중국
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필자 태도 표현 사용의 빈도가 다르고 
학습자의 필자 태도 표현 사용의 다양성, 정확성, 적절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
다. 둘째, 장르 용인성 면에서 학습자들이 주관적 필자 태도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는 모국어 문법 구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필자를 드러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작성해 온 글들
이 대부분 필자 중심적 태도만으로도 용인되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
였다. 그러나 과연 이런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필자의 주관적 관점 형성 측면에서 필자의 주관적 평가가 없었고 이는 필
자가 관련 주제에 대한 내용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넷째, 독자와
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독자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응집적 텍스트를 구성하
지 못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의 논증을 위한 뒷받침 표현들이 사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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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이러한 발견에 의하여 필자 태도 표현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슬비(2016)는 필자 태도 표현의 개념을 정립하고 교육 내용과 교육 방안을 마
련하는 데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필자 태도의 하위 범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부재하였고 학습자들의 보고서에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
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 없었다. 예를 들어, 대화적 공간 축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고 하위 범주인 부인(다시 부정, 반대로 나뉜다.), 선언(다시 동
조, 승인, 공표로 나눠진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없었다. 그리고 이 논문은 
궁극적으로 문법 교육을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문화 간 수사학의 관점에서 
평가어 이론의 틀을 받아들이고 개입에 초점을 맞추어 깊이 있게 학습자의 개
입사용을 분석하고 교육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탐색하며 문법 교
육이 아닌 쓰기 교육이라는 점에서 이슬비(2016)와 차별화될 수 있다. 
  위의 검토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현재까지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에 관한 연
구는 대부분 텍스트언어학적 관점이나 논증이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필자
와 독자의 상호작용에 맞추는 연구는 드물었다. 기존의 연구는 문화 간 수사학
에 관한 연구도 있었지만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거의 살펴보지 않
은 실정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왜 그런 양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해석도 부족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가어 이론에 기대어 개입에 초점을 맞춰서 논증적 
글쓰기에서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3.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그리고 중국
과 한국의 한국어 쓰기 교수자로 구성된다.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는 중국
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습자를 말하는데 단순무선표집으로 4개의 
대학교에서 TOPIK 고급 증명서 소지자 96명을 모집하였다. TOPIK 고급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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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정하는 것은 논증적 글을 쓰려면 고급 한국어 실력을 갖춰야 하고 또한 
논증적 글쓰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르라 보통 고급 단계에 가르치기 때문이
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체 정보는 다음과 같다.

학교
참여자의 수(명)

TOPIK 5급 TOPIK 6급

A 14 15

B 11 6

C 11 30  

D 4 5

소계 40 56

총계 96

<표 Ⅰ-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보

  비교집단으로서의 한국어 모어 화자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부생
을 가리키는데 대학 작문 과목을 이수한 자 45명을 모집하였다. 리우와 퍼노
(Liu & Furneaux, 2014: 76-77)에서 기존의 문화 간 수사학 연구에서 작문의 질
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어 
작문은 상위 수준, 한국어 작문은 중하, 하위 수준의 학습자의 한국어 작문과 
상위 수준인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을 비교하기 때문에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학 작문 과목을 이
수한 한국어 모어 화자만을 선정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는 작문 자료를 수집하고 작문에 나타난 개입 사용 양상에 관한 인터
뷰를 하였다.
  한국어 쓰기 교수자는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 16명, 한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 11명을 모집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는 중국의 여러 대학교
에서 한국어 강의를 하는 교수이며 한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는 X대학교에서 
학부생 쓰기 강의를 하는 교수이다. 한국어 쓰기 교수자에게는 주로 쓰기 강의 
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쓰기 교육 내용도 학습자에게 
조사하였지만 본 연구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자를 대상으로 설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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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인원수 선정 기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96 TOPIK 고급 증명서 소지자

한국어 모어 화자 45 대학 작문 과목을 이수한 학부생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 16 한국어 쓰기 강의를 하는 교수

한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 11 학부생 쓰기 강의를 하는 교수

<표 Ⅰ-2>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2) 자료 수집 도구 

(1) 작문 과제

  본 연구는 학문 목적 글쓰기 중에서 논증적 글에 반영된 개입 자원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과제 설계를 할 때 쓰기 과제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 
요소는 물론이고 학문 목적 글쓰기, 논증적 글쓰기, 개입 자원 3 가지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과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브래독과 로이드 존스, 그리고 서버(Braddock, 
Lloyd-Jones ＆ Schoer, 1963)에서는 주제, 담화 유형6), 시간, 평가 상황을7), 마
디간(Madigan, 1985)에서는 필자, 독자, 접촉8), 논제9), 화제, 텍스트 형식을10), 

6) 브래독과 로이드 존스, 그리고 서버(Braddock, Lloyd-Jones ＆ Schoer, 1963: 8)에서 언급된 담
화 유형(mode of discourse)은 서술, 묘사, 설명, 논증, 비판 등을 말하는데 장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 평가 상황(examination situation)은 작문 자료 수집 상황을 말하는데 작문 자료 수집 시 실험 
집단이든 통제 집단이든 간에 시간, 환경, 과제에 대한 소개가 같아야 한다(Braddock, 
Lloyd-Jones ＆ Schoer, 1963: 8).

8) 접촉(relate)은 저자가 독자와 어떤 관계(상, 하급, 또래 등)를 맺거나 맺지 않는지에 관한 것이
다(Madigan, 1985: 186).

9) 논제(message)는 저자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이다(Madigan, 1985: 184).
10) 텍스트 형식(word)은 텍스트의 구성 방식(비즈니스 편지, 쇼핑 리스트 등), 기계적 관습

(mechanical convention)(학문적 글에서 각주를 다는 것 등), 문법, 통사론, 어휘, 사용, 구두점, 
맞춤법 등을 포함한다. 텍스트의 구성방식은 어떻게 보면 장르에 가까운 용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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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와 머피(Ruth ＆ Murphy, 1988)에서는 필자, 주제, 독자, 목적, 형식을, 린드
만(Lindermann, 2001)에서는 주제, 필자, 독자를, 이재승(2002)에서는 독자, 목
적, 조건, 상황을, 김정자(2004)에서는 주제, 독자, 목적, 방법을, 서수현(2008ㄱ)
에서는 주제, 목적, 쓰기 과정, 독자, 평가 준거, 시간을, 김원경(2013)에서는 주
제, 목적, 독자를, 이선영·박영지(2016)에서는 주제, 목적, 독자, 과정을 각각 
설정하였다. 소벤(Soven, 1999)에서는 상황 변인, 지시 사항(독자, 목적, 시간 제
한, 분량, 초고와 수정의 여부, 적절한 양식이나 조직에 대한 단서, 평가 준거), 
인지적 요구, 정의적 요구, 언어적 요구를 쓰기 과제 변인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고 薛鳳敏(2013)에 의하면 쓰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제, 장
르, 자극단서11), 수사적 설명12), 쓰기 매체가 있다고 하였다. 위 선행연구를 통
해 알 수 있듯이 쓰기 과제 구성 요소와 영향 변인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김정자(2004)에서는 쓰기 과제가 갖춰야 할 일반적인 요소를 주제, 독자, 
목적, 방법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요소를 쓰기 과제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서수현(2008ㄱ: 455)에서는 필자의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통의 구성 요소로 최소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장르13), 주제, 독자, 시간, 분량을 필자의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
는 기본적 요소로 판단되어 쓰기 과제의 구성 요소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요
소는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고 쓰기 과제 구성의 필수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 선정된 구성 요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
록 한다.
  장르 요인은 쓰기 과제의 일반적 구성 요소이기도 하고 논증적 글과도 밀접
하게 관련된다. 논증적 글이라면 TOPIKⅡ의 글쓰기와 같은 에세이냐, 자신의 
주장만 개진하는 논증적 글이냐, 자신과 주장을 개진하면서 필요할 때 예상 독
자를 설득하는 글이냐에 따라 논증적 글쓰기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논증을 '합
11) 薛鳳敏(2013)에서 말한 '자극단서'는 읽기 자료, 그림 등과 같이 학습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

나 배경지식을 활성화해 주는 것을 가리킨다.
12) 薛鳳敏(2013)에서 말한 '수사적 설명'은 쓰기 과제의 목적, 독자, 주제에 대한 설명을 가리킨

다. 
13) 담화 유형, 텍스트 형식, 형식을 모두 장르에 포함하였다. 목적도 장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을 고려하여 장르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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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판단에 앞서 어떤 입장을 정당화(또는 반박)하려는 의도로 일련의 명제들
을 제시함으로써, 논박의 여지가 있는 입장에 대한 청자 또는 독자의 수용 가능
성을 증대시키는(또는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적이고 사회적인 
추론 행위14)(Van Eemeren, et al., 1996: 5)'로 볼 때 논증적 글은 단순히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기보다는 예상 독자를 설득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논증
적 글쓰기는 단순한 논리적 글쓰기가 아니라 설득을 목적으로 한 독자와의 사
회적 상호작용이다(민병곤, 2008: 113). 이러한 관점에서 논증적 글쓰기는 자신
의 주장을 개진하면서 예상 독자를 설득하는 글로 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민병곤(2008: 111, 131)에 의하면 논증적 글쓰기는 '사실이나 가치(정
책)'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 '대립되는 의견'에 대한 찬반 논의, 문제 해결 등이 
있다. 강승혜 외(2006)에서 제시된 논증적 글쓰기 평가 유형은 찬반 견해 쓰기
이고 김민경(2014)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능력 평가에서 논증적 글쓰기
는 읽고 견해 쓰기와 찬반 견해 쓰기를 제안하였으며 주재우・박은지・김종철
(2014)에서는 성인 쓰기 능력 평가에서 찬반 논의형 과제를 선택하였다. 현재 
중국의 한국어 쓰기 교재에서 논증적 글쓰기 과제도 대부분 찬반 논의형 과제
이다(맹강, 2018: 227).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많이 나타난 논증적 글쓰기 과제
의 유형은 찬반 논의형 과제라 할 수 있고 학습자에게는 찬반 논의형 과제가 
친숙할 것이므로 찬반 논의형 과제를 준다면 쓰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최
선의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찬반 논의형 과제를 선
택하기로 하였다. 페르티와 판(Ferretti ＆ Fan, 2016: 302-303)에 의하면 논증적 
글쓰기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대부분 학습자에게 설득적 과제를 주었으며 일
부의 연구만 주장만 개진하는 과제를 주었다. 어떤 이슈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쓰라면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만 쓰고 상대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거나 예
상 독자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지 않다고 하였다. 논증을 독자와의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봤을 때 예상 독자를 설득하는 과제를 주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논증적 글쓰기를 찬반 논의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고 예상 독자를 설득하는 글로 보기로 하였다. 
14) 번역은 민병곤(2008: 113)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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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는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서(김원경, 2013: 396) 쓰기 성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서수현, 2008ㄱ: 459). 친숙하지 않
은 주제라면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 써나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
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주제에 대한 흥미도 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흥미도가 높은 주제를 받으면 쓰기 동기가 향상되고 반대로 흥미도가 낮은 주
제를 받으면 쓰기 동기가 낮아진다. 葉洪(2014: 532-533)에서는 학습자들과 밀
접한 관련 있는 주제를 선택하면 학습자들의 쓰기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참고 자료도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제의 친숙도와 흥미도를 고
려하여 주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발행된 한국어 통합 교재와 쓰
기 교재에 나온 논증적 글쓰기의 주제를 정리하여 학습자들과 관련이 있는 주
제를 선택하였다. 교재에 나온 주제를 선택하는 것은 교재에 나온 주제들이 보
통 학습자의 배경 지식과 흥미를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므로 상대적으로 학습자
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중국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을 써야 하는데 같은 주
제로 중국어와 한국어로 작문하느냐 다른 주제로 중국어와 한국어로 작문하느
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조인옥(2014), 햄프 라이언스(Hamp-Lyons, 1990), 사사
키와 히로세(Sasaki ＆ Hirose, 1996), 라시디와 다스트크헤즈(Rashidi ＆ 
Dastkhezr, 2009), 자레 에(Zare-ee, 2009), 이스마일(Ismail, 2010), 강숙진과 오
선영(Kang ＆ Oh, 2011), 리우와 퍼노(Liu ＆ Furneaux, 2014), 리우(Liu, 2015) 
등 연구에서는 학습자에게 같은 주제로 모국어와 목표어로 각각 작문하게 하였
다. 학습자에게 다른 주제를 준다면 글의 내용과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에서 첫 번째로 쓰는 작문이 두 번째로 쓰는 작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두 번 쓰기 과제 수행이 일정한 시간 간격15)을 두거나 먼저 L2
로 쓰고 L1으로 쓰게 하였다. 이에 반해 히로세(Hirose, 2001)와 위살(Uysal, 
2008, 2012)에서는 L1과 L2 작문을 각각 다른 주제로 하였다. 이는 첫 번째로 

15) 시간 간격은 연구마다 다른데 라시디(Rashidi, 2009)에서는 1주일, 이스마일(Ismail, 2010)에
서는 2주일, 강숙진과 오선영(Kang ＆ Oh, 2011)에서는 1달, 리우와 퍼노(Liu ＆ Furneaux, 
2014)에서는 5달로 시간 간격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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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작문이 두 번째로 쓰는 작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거나(Hirose, 
2001: 45) L1에서 간단하게 전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Uysal, 2012: 138). 
이처럼 같은 주제를 주고 중국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을 한다면 연습 효과
(practice effect)가 나타날 것이며(高霄, 2011: 59) 다른 주제를 준다면 작문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유사 주제(similar topics)를
(Manchon, Murphy ＆ de Larios, 2005: 194; 高霄, 2011: 59-60) 선정하였다. 최종
적으로 선정된 주제는 '조기 유학'과 '조기 외국어 학습'이다. '조기 유학'과 '조
기 외국어 학습'은 모두 조기 교육에 관한 것이며 '조기 유학'도 어느 정도 외국
어 학습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주제를 제시한다면 '조기 유학'과 '조기 외국어 학습'의 명확한 정
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용어에 대한 이해는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기 때
문이다. 본 연구는 '조기 유학'을 '18세 미만인 초·중·고등학생이 졸업하면 다
시 귀국함을 염두에 두고 혼자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따라 해외로 유학을 가는 
것이다'로 정의하며 '조기 외국어 학습'을 '학령(學齡)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
(0-7살, 초등학교 취학 전)에게 일정한 커리큘럼에 따라 실시하는 외국어 교육
을 말한다'로 정의하였다. 이 두 주제 중에서 임의로 '조기 외국어 학습'을 한국
어 작문 주제로 정하였으며 '조기 유학'은 중국어 작문 주제로 정하였다.  
  주제와 관련하여 과제의 제시 방식도 쓰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
진다. 주제와 함께 읽기 자료도 제시해 주느냐, 그냥 주제만 주느냐에 따라 쓰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시험 상황이라면 자료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
료를 준다면 학생들이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작문할 수 있을 것이지만 시험 
상황이 아닌 경우에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도서관을 통하여 쓰기 주제에 관한 
자료를 많이 찾을 수도 있고 다양한 자료로 작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
하여 이지영(2014: 95)에 의하면 읽기 자료도 같이 제시하는 것보다 학습자들
이 스스로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움에 대한 극복을 더 잘 하였다. 그리고 주제
와 자료를 같이 제공해 준다면 학습자들이 제공된 자료에만 한하여 쓰는 가능
성이 있으며 다른 자료에 대한 활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만 제공해 
준다면 학습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쓰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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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극복을 더 잘할 뿐만 아니라 쓰기의 실제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자료를 제시해 주지 않기로 하였다. 단, 연구 참여자들이 과제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자극하기 위하여 작문 주제와 관련되는 정보 전달적 
텍스트를 제시하기로 하였다. 한국어 작문 주제와 관련되는 텍스트는 연합뉴스
와 搜狐16)新聞에서 보도된 한국과 중국의 조기 외국어 학습에 관한 기사문17)
을 선정하여 유아 외국어 교육 현황에 관한 부분만 추출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제시해 주는 텍스트(한국어 588자)를 구성하였다. 중국어 작문 주제와 관련된 
텍스트는 搜狐新聞에서 중국의 조기 유학에 관한 기사문18)을 선택하여 조기 유
학 현황에 관한 내용만 선정하여 정보 전달적 텍스트(중국어 452자)를 구성하
였다.
  과제 수행 상황은 크게 시험 상황과 비시험 상황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시
험 상황은 TOPIK이나 중국의 한국어 전공 4급19), 8급20) 시험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아마 학습자들이 더 필요할 것이지만 실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비시험 상황은 아마 학습자에게 덜 필요하겠지만 실제성이 강한 장
점이 있다. 본 연구는 작문의 실제성을 감안하여 비시험 상황을 선택하기로 하
16) 중국 검색 포탈이름, 홈페이지: http://www.sohu.com/.
17)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3/0200000000AKR201609130640000

17.HTML?input=1195m, 검색일: 2017년 9월 4일. 
    搜狐新聞, http://www.sohu.com/a/75054633_219967, 검색일: 2017년 9월 4일.
18) 搜狐新聞, http://www.sohu.com/a/169190205_490529, 검색일: 2017년 9월 4일.
19) 한국어 전공 4급 시험은 각 대학교의 한국어 전공자가 2학년을 마치고 교수요목의 소정 수준

에 도달하였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듣기(20점), 어휘와 문법(40점), 읽기
(40점), 인문 지식(남북한의 지리, 역사, 사회, 문화 등)(10점), 번역(20점), 쓰기(20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한국어 전공자의 기초 지식과 기본 기능을 테스트한다. 번역과 쓰기 외에 
모두 객관식 문제이다. 듣기와 읽기 텍스트의 주제는 광범위하고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주제
는 물론이고 사회, 문화, 문학에 관한 주제도 있다. 4급 시험의 만점은 150점이고 최종적으로 
100점 환산 점수를 산출하며 60점을 합격 점수로 한다.(전국 대학교 한국어 전공 4급 시험 
요목(全國高校朝鮮語專業八級考試大綱), 5-11) 

20) 한국어 전공 8급 시험은 각 대학교의 3, 4학년 한국어 전공자가 고급 단계 교수요목의 소정 
수준에 도달하였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듣기(20점), 어휘와 문법(30점), 읽
기(20점), 인문 지식(30점), 번역(20점), 쓰기(30점) 등을 주요 테스트 내용으로 한국어 전공
자의 종합적 언어 기능과 인문 지식을 테스트한다. 시험 만점은 150점이고 최종적으로 100점 
환산 점수를 산출하며 60점을 합격 점수로 한다. 4급 시험과 같이 번역과 쓰기 외에 모두 객
관식 문제이며 시험 문제와 관련되는 주제는 4급과 달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기술 등 
전문 분야에 관한 것이다. (전국 대학교 한국어 전공 8급 시험 요목(全國高校朝鮮語專業八級

考試大綱),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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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외에 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독자, 시간, 분량 등이 있다. 독자는 
쓰기 과제의 일반적 구성 요소이자 개입과 논증적 글쓰기와 관련된 중요한 요
소이다. 이 연구는 개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평가어 이론은 체계기능언
어학의 상호작용적 기능을 발전시키는 것임을(Martin ＆ White, 2005: 1) 감안
하고 본 연구의 논증적 글쓰기는 예상 독자를 설득하는 글로 볼 때, 독자 정보
는 반드시 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학문 목적 쓰기의 경우 사실 독자는 
특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쓰기 과제의 독자는 어떤 특정한 집
단이 아닌 보편 독자이다. 시간은 쓰기의 실제성을 고려하여 크게 제한하지 않
기로 하였다. 분량은 모범 글의 분량을 참고하였다. 현재 발행되어 있는 한국어 
교재 중에는 <경희 한국어 쓰기>와 <유학생을 위한 대학한국어2 읽기・쓰기>
에만 논설문 모범 글이 제시되어 있다. <유학생을 위한 대학한국어2 읽기・쓰
기>의 모범 글은 1327자21)로 길게 쓰였다. 1000자를 넘으면 한국어 학습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비하여 <경희 한국어 쓰기>(4, 5, 6)는 모범 글이 
3편 제시되어 있는데 평균 글자수는 780자이다.22) TOPIK 설득적 글쓰기의 분
량은 600-700자로 요구되어 있다. 이는 <경희 한국어 쓰기> 모범 글의 글자수 
평균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맹강(2018: 229)에서는 고급 학
습자에게는 800자 내외나 800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종합해서 본다면 논증적 글의 글자수는 800자 내외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800자라는 분량이 다소 적을 수도 있기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어 작문의 분량은 800자 내외로 한정하기로 하였으며 
더 많이 쓰고 싶다면 허가해 주고 단 최소 분량은 800자라고 설명해 주었다. 중
국어 작문의 글자수는 중국에서의 대학 입학 시험에서 요구된 800자 이상으로 
한정하기로 하였다. 물론 중국어의 800자와 한국어의 800자는 같은 분량으로 

21) 글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원고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과 한글, 워드 파일의 
글자수 통계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원고지에 의한 계산법은 사실 공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글자 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한글과 워드 파일의 글자
(공백 제외)를 기준으로 하여 글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취한다. 

22) <경희 한국어 쓰기>의 3편 모범 글의 글자 수는 각각 865자, 654자, 831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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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가 어렵다. 조인옥(2014: 40)에 의하면 중국어의 800자는 한국어의 1600자
에 해당된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TOPIK 글쓰기나 한국어 교재의 글쓰
기의 분량은 보통 600-800자이기에 한국어 학습자들이 800자 이상을 쓰는 경우
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1600자를 요구한다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
지적 부담이 커서 참여 동기가 떨어지거나 쓰다가 포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800자를 요구하는 것은 분량으로 인한 인지적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글쓰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최선의 반응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학문 목적 글쓰기의 요건을 반영하려면 학문 목적 글쓰기의 바탕이 되는 기
능을 과제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학위 논문에 대하여 팔트리지더와 스타필드(Paltrigde ＆ Starfield, 2007)에서
는 초록, 서론(introduction), 선행연구,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결론을 다루었
으며 비트체너(Bitchener, 2010)에서는 응용언어학 분야의 논문에 대해 초록, 서
론(introduction), 선행연구,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결론을 다루었다. 한국어
의 학위논문에서 선행연구와 연구방법이 모두 서론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논문은 초록, 서론, 연구결과, 논의, 결론으로 구성되는데 초록은 
팔트리지더와 스타필드(Paltrigde ＆ Starfield, 2007)에 의하면 연구 개요, 연구
목적, 연구의 이유(필요성, 의의), 연구방법, 연구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비트
체너(Bitchener, 2010)에 의하면 서론(introduction), 목적, 연구방법, 성과(발견), 
결론 5 가지 이동마디를 포함한다. 팔트리지더와 스타필드(Paltrigde ＆ 
Starfield, 2007)와 비트체너(Bitchener, 2010)가 제시한 각 이동마디는 대동소이
라고 할 수 있다. 초록은 이 5 가지 이동마디를 요약하는 것으로 요약하기 기능
이 요구된다. 
  손다정・정다운(2017)에 의하면 학위논문의 서론 부분은 연구에 대한 관심 
환기하기, 연구의 필요성 확인하기, 본 연구 제시하기 3 가지 이동마디가 있다. 
이 3 가지 이동마디는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선행연구, 연구방법 등이 포함된다
고 할 수 있다. 연구에 대한 관심 환기하기는 다시 연구 목적 제시하기, 연구의 
배경이 되는 일반적 사실/상황 제시하기, 관련 연구 현황 제시하기, 관련 교육 
현황 제시하기로 나뉘는데 이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관련 자료를 서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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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평가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연구의 필요성 확인하기는 교육 상황에서 연
구결과가 가치 있음을 확인하기, 그리고 선행연구가 별로 없음을 확인하기와 
선행연구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확인하기 2 단계로 구성되는데 이 2 
단계 역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요약,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시는 연구 목적 제시하기, 연구의 주요 내용 제시하기, 연구 방법 제시
하기, 연구 구성 제시하기, 연구의 주요 결과물 제시하기, 연구 의의 제시하기 
등의 단계들이 있는데 주로 서술하기, 설명하기, 요약하기 등의 기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중에서 선행연구에 있어, 팔트리지더와 스타필드(Paltrigde ＆ 
Starfield, 2007: 99)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요약과 비판 능력, 입장 선택과 보
고, 평가 동사 사용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베일리(Bailey, 
2003: 21)를 인용하면서 환언하기(paraphrasing)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로 
보아 선행연구 쓰기에는 요약하기, 환언하기, 분석 및 평가하기 기능이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연구방법에 있어, 비트체너(Bitchener, 2010)에 의하면 서술하
기와 설명하기가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론 부분에는 요약하기, 환언하기, 분
석 및 평가하기, 설명하기, 서술하기 등의 기능이 요구된다. 
  결과에 대하여, 브렛(Brett, 1994)에서는 메타텍스트, 제시 및 논평 3 가지 이
동마디를 설정하였다. 메타텍스트는 이어서 논의될 논문의 각 부분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제시는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고, 제시, 강조하거나 결과가 얻어진 
방법을 포함할 수도 있다. 논평은 저자에 의해서만 해석하거나 제시된 결과에 
대해 논평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양과 앨리슨(Yang ＆ Allison, 2003)에서는 준비를 위한 정보, 결과의 보고, 결
과의 논평, 결과의 요약, 연구의 평가, 연구로부터의 추론 6 가지 이동마디를 설
정하였다. 준비를 위한 정보는 브렛(Brett, 1994)에 의해 제시된 메타텍스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의 보고는 브렛(Brett, 1994)의 논평 이동마디의 결
과의 설명부터 가설에 대한 결과의 평가까지를 포함한다. 결과의 요약, 연구의 
평가, 연구로부터의 추론은 브렛(Brett, 1994)에서 제시한 이동마디 3 논평의 나
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의 요약은 선택적인 것이며 연구
의 평가와 연구로부터의 추론은 가끔 나타나는 것이다. 이로 보아 양과 앨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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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 Allison, 2003)에서 제시된 이동마디는 브렛(Brett, 1994)과 크게 다르
지 않았다. 
  팔트리지더와 스타필드(Paltrigde ＆ Starfield, 2007)에서는 메타텍스트적 정
보의 제시, 결과의 제시, 결과의 논평 3 가지 이동마디를 설정하였다. 이 3 가지 
이동마디는 역시 브렛(Brett, 1994)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메타텍스트는 이어서 논의될 논문의 각 부분을 안내하는 것으로서 서술하기 기
능이 요구된다. 결과의 제시는 표나 그래프 등을 통하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보고와 설명으로서 요약하기와 설명하기의 기능이 요구된다. 논평은 제시된 결
과에 의하여 저자만의 해석을 하거나 제시된 결과에 대해 논평하거나 저자의 
의견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에 기반한 분석 및 평가하기 능력이 요구된
다. 따라서 결과 부분에 요구되는 기능은 서술하기, 요약하기, 설명하기, 분석 
및 평가하기이다.
  논의에 대하여 양과 앨리슨(Yang ＆ Allison, 2003)에서는 배경 정보, 결과 보
고, 결과 요약, 결과 논평, 연구 요약, 연구 평가, 연구로부터의 추론 7 가지 이동
마디를 언급하였고 비트체너(Bitchener, 2010)에서는 배경 정보 제시, 결과의 진
술 제시, 결과 혹은 발견에 대한 평가/논평을 언급하였다. 비트체너(Bitchener, 
2010)에서 제시된 이동마디에 비하여 양과 앨리슨(Yang ＆ Allison, 2003)에서 
제시된 이동마디는 연구에 대한 요약, 평가, 연구로부터의 추론도 포함되어 있
다. 학위 논문의 논의 부분에 양과 앨리슨(Yang ＆ Allison, 2003)에서 제시된 
7 가지 이동마디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서술하기, 설명하기, 요약하기, 분석 
및 평가하기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팔트리지더와 스타필드
(Paltrigde ＆ Starfield, 2007: 149)에서 입장과 개입(stance and engagement)의 중
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살펴보려는 개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결론에 있어, 양과 앨리슨(Yang ＆ Allison, 2003)에서는 연구 요약, 연구 평
가, 연구로부터의 추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논의 부분의 마지막 3 가지 이동마
디와 겹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비트체너(Bitchener, 2010)에서 결론에
는 목적의 재진술과 연구의 방법론적 접근, 결과의 요약, 연구의 공헌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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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4 가지 이동마디가 있다고 하였다. 양과 앨리슨(Yang 
＆ Allison, 2003)과 비트체너(Bitchener, 2010)에서 제시한 이동마디는 좀 다른
데 비트체너(Bitchener, 2010)에서 제시된 이동마디가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비트체너(Bitchener, 2010)의 이동마디에는 서술하기, 요약
하기, 분석 및 평가하기 기능이 필요할 것이다. 
  위의 검토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각 부분에서 모두 필요한 기능은 요약하기 
기능이고 서론, 결과, 결론에서 모두 필요한 기능은 분석 및 평가하기 기능이다. 
서술하기와 설명하기도 요구되는 기능이지만 논증적 글쓰기에서 주된 기능으
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적할 만
한 것은 요약하기와 관련이 있는 환언하기는 선행연구 부분에서 강조되었지만 
사실 다른 부분에서 다른 연구를 인용할 때에도 필요한 기능으로 볼 수 있어 
논문 작성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과제에 
포함하기로 한 기능은 요약하기, 환언하기, 분석 및 평가하기이다. 요약하기, 환
언하기, 분석 및 평가하기는 모두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데 요약하기는 개입의 
하위 범주인 인정, 거리, 승인과 관련이 있으며 분석 및 평가하기는 근거 기반 
가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팔트리지더와 스타필드(Paltrigde 
＆ Starfield, 2007: 141)에 의하면 저자의 논평은 '완곡 표현(hedges)'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이는 개입의 하위 범주인 판단유보와 관련이 있다. 
  학문 목적 쓰기로서의 논증적 글쓰기는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도 중요하다. 
윌리엄스와 콜럼(Williams ＆ Colomb, 2007, 윤영삼 역, 2008)에 의하면 논증구
조는 주장, 이유와 근거, 전제 외에 반론 수용과 반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다. 그리고 민병곤 외(2017: 316)에서는 전문가 델파이 방법으로 학문 목적 말
하기 평가에서 설득 말하기의 평가 기능으로 의견 말하기, 분석 및 평가하기, 
찬반 논의하기, 대안 제시하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찬반 논의하기 과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대안 제시하기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의견 말하
기는 찬반 논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과제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능은 요약하기, 환언하기, 분석 및 평가하기,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하
기, 찬반 논의하기이다. 이 중에서 요약하기, 환언하기, 분석 및 평가하기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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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자료는 해당 연구
의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1차 자료일 수도 있고 선행연구나 조사 자료 등 2차 
자료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 쓰기 과제에 관한 1차 자
료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2차 자료의 인용만 가능할 것이다. 실제성을 고려한
다면 글을 쓸 때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쓰기보다 스스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해
서 더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에게 자료를 제시해 준다면 제
시된 자료에만 의해서 쓰는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이지영(2014: 
95)에 의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찾게 하면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에게 스스로 자료 검색을 하게 하기로 하였다. 
요약하기와 환언하기, 그리고 분석 및 평가하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검색하고 그대로 베껴 쓰지 말고 자신의 말로 요약하여 사용하게 하며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도록 자료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포함하게 하였다.
  그리고 찬반 논의하기는 장르 부분에 이미 반영되었다. 예상 반론에 대한 반
박하기는 정다운(2007: 226)과 조인옥(2014: 70-71)에 의하면 중국인 한국어 학
습자들의 논설문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은 학
문 목적 글쓰기의 중요한 기능임을 고려한다면 과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물론 학습자들은 어휘와 문법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이 표현하려는 의사를 충
분히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전의 사용은 학습자의 쓰기 실력을 충분히 발
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쓰기 성적을 높일 수 있다는(薛鳳敏, 2013: 5-6) 점
을 감안하여 사전의 사용은 허가하기로 하였다. 참고할 수 있는 사전의 다양성
을 제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전(네이버 온라인 중국어 사전
(http://cndic.naver.com/)23)을 안내하였다. 정리하면 쓰기 과제 설계 고려 요소
는 다음과 같다. 

23) 발행된 사전을 사용한다면 학습자들이 모두 같은 사전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므로 서로 다른 
사전을 사용하면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듯하다. 이에 모두 네이버 온라인 중국어 
사전을 사용하라고 하였다. 네이버 온라인 사전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네이버 온라인 중국어 사전은 발행된 다양한 사전을 참고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가장 권위 있는 온라인 중·한-한·중 사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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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구성 요소 요구

장르 예상 독자를 설득하는 글

주제
주제 유사 전략: 중국어와 한국어 쓰기 과제의 주제가 유사하
다. (중: 조기 유학, 한: 조기 외국어 학습)
주제 제시 시 주제와 관련된 짧은 기사문을 같이 제시한다.

독자 보편독자

시간 시험 상황이 아니라서 시간 제한 없다.

분량 한국어: 800자 내외(한글, 공백 제외), 중국어: 800자 이상

요약하기, 환언하기, 
분석 및 평가하기

자료 인용 시 요약·환언해서 사용하고 자신의 분석과 평가가 
드러나야 한다.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하기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포함한다.

찬반 논의하기 주어진 주제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선택한다.

사전 사용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네이버 온라인 사전 사용이 가능하다.

<표 Ⅰ-3> 쓰기 과제 설계 고려 요소

(2) 설문조사 및 반구조화 인터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논증적 텍스트에 나타난 개입 사용 양상을 해석하
기 위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쓰기 학습 경험, 쓰기 경험, 일반적 쓰기 
지식, 그리고 학습자들이 해당 개입 자원을 사용하는 의도를 알아낼 필요가 있
다. 이런 자료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개입 사용 양상에 대한 해석뿐만 아
니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개입 자원 교육 내용을 도출하는 기초 자료
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간 수사학의 초기 연구들에서 보통 문화나 언어의 차이로 연구결과를 
해석하였다. 이런 연구들에서는 제2언어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작문에 나타난 
차이가 문화나 언어 차이로 귀결하였다. 그러나 수사적 실제(rhetorical practi-
ces)와 대문화적(big cultural) 요소 간에 강한 인과 관계를 맺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근이 될 수도 있다는(Liu, 2015: 19) 지적도 있다. 그리고 티르코넨 
콘딧(Tirkkonen-Condit, 1996: 259)에서는 문화 간 차이로 모든 변이(variation)
를 해석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마츠다(Matsuda, 1997: 
48)에서는 언어와 문화 요소는 더 이상 유일한 요인이 아니며 지금까지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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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문화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최
근에 와서 문화 간 수사학 연구에서 맥락 의존적 접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Liu, 2015: 20). 위살(Uysal, 2008)에서는 학습자의 교육적 맥락은 많은 수사적 
패턴을 해석할 수 있으며 이 외에 학습자의 L2 숙달도와 L1, L2 쓰기 경험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지(Ji, 2011)에서는 L1 문식성 교육이 중국인 영
어 학습자의 중국어와 영어 작문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치엔(Chien, 
2011)에서는 학교 교육과 학습자의 교육적 경험의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였
다. 따라서 학습자 자체에 주의를 더 기울일 필요가 있고 학습자들의 학습과 쓰
기 경험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Liu, 2015: 21). 학습자의 학습 경험과 쓰기 경험 
등 학습자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소문화(small culture)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개입 사용 양상의 원인을 보다 잘 
밝혀내기 위하여 맥락 의존적 접근을 취하기로 하였다. 많은 연구(Matsuda, 
1997; Uysal, 2008, 2012)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경험과 쓰기 경험을 통하여 학습
자들이 왜 특별한 방식으로 글을 썼는지를 해석할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그리
고 리우(Liu, 2015)에서는 일반 쓰기 지식도 조사하였는데 쓰기 지식도 학습자
의 작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도 조사하기로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연구 참여자, 즉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쓰기 
학습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본 연구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더 타
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개입 사용의 차이가 한국과 중국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
의 차이로 기인한 것을 입증하려면 한국과 중국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이럴 때 연구 참여자에게만 조사한다면 몇 개 학교에만 집
중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여러 학교의 한국어 쓰기 교수
자에게 조사하면 보다 많은 표본을 추출할 수 있어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쓰기 교육 내용은 교수자에게, 쓴 논증적 글과 관
한 것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조사하기로 하였다. 우
선 교사에게 조사할 내용을 리브먼(Liebman, 1992), 위살(Uysal, 2008), 리우
(Liu, 2015)를 참고하면서 설계하였다. 리브먼(Liebman, 1992), 위살(Uysal, 
2008), 리우(Liu, 2015)가 쓰기 학습 경험, 쓰기 경험, 쓰기 지식에 관한 조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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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Ⅰ-4>에서 보다시피 리브먼(Liebman, 1992), 위살(Uysal, 2008), 리우
(Liu, 2015)의 조사 내용이 많은 부분이 같으면서도 일부가 달랐다. 이 조사는 
교수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국어/한국어 쓰기 수준', '교사가 가르쳐 준 텍
스트 조직 방법', 그리고 '쓰기에 대한 태도'와 '쓰기의 어려움과 문제'는 제외시
켜도 된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장르'는 '교수하는 장르'로 바꾼다. '지정 주제 

내용
Liebman

(1992)

Uysal

(2008)

Liu

(2015)

모국어/목표어 쓰기 수준 × ○ ×

쓰기 학습 경험의 유무 ○ ○ ○

과목과 학습 기간 ○ × ×

교육을 받은 장르 × ○ ×

각 장르 쓰기의 빈도(양) ○ ○ ○

교사 장르 선호도 × × ○

쓰기 과제의 빈도와 분량 × × ○

지정 주제 쓰기 과제의 유무 ○ ○ ×

자기 주도적 쓰기의 빈도와 분량 ○ × ○

교수법 ○ × ○

교사 교수법에 대한 자세한 기술 ○ × ×

쓰기 전 교사 도움 제공 여부 ○ × ×

논설문에 관해 강조하는 내용 ○ ○ ○

예상 독자(누구인가) ○ × ○

교사가 가르쳐 준 독자를 설득하는 방법 ○ ○ ×

교사가 가르쳐 준 텍스트 조직 방법 ○ ○ ×

쓰기에 대한 태도 × ○ ×

L2 숙달도 × ○ ×

수정 여부/방법 ○ ○ ○

글쓰기를 학습하는 방법 × × ○

모국과 목표어 국가에서의 작문 교육 차이 ○ × ×

모국어와 목표어 논설문의 차이 × × ○

좋은 글에 대한 인식 × × ○

쓰는 동안 예상 독자의 고려 여부 × × ○

쓰기 목적 × × ○

쓰기의 어려움과 문제 × × ○

특정한 쓰기 현상과 교육 경험을 결합하는 질문 × ○ ○

<표 Ⅰ-4> 쓰기 학습 경험, 쓰기 경험, 쓰기 지식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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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과제'는 주제와 과제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캐플런(Kaplan, 2001: x)
에 의하면 나라마다 쓰기 가능한 주제가 다르다. 이와 비슷하게 나라마다 쓰고 
싶은 주제도 조금씩 다를 것으로 볼 수 있어 어떤 종류의 주제에 관한 글을 써 
본 적이 없다면 그 종류의 주제를 잘 쓰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주제는 학습
자의 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 학습자들에게 과제를 얼마나 
자주 주는지, 어떤 주제로 글쓰기를 시키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또한 나머지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논증적 텍스트의 개입 사용 양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참여자들의 개입 사용 양상을 해석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위에 
표에서 제시하지 않았지만 교사의 피드백도 학습자의 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라 이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위의 내용에서 특별히 설명해야 할 것은 논증적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피
드백이다. 논설문에 대한 강조 내용은 리브먼(Liebman, 1992), 위살(Uysal, 
2008), 리우(Liu, 2015)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문항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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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문항
Liebman

(1992)

Uysal

(2008)

Liu

(2015)

미사여구를 사용한다. ○ ○ ○

중심 생각이 뚜렷하다. ○ ○ ○

바른 문법과 맞춤법을 사용한다. ○ ○ ○

자신의 감정을 사실대로 표현한다. ○ ○ ○

글의 분량을 충족해야 한다. ○ ○ ○

예쁜 글씨로 글을 쓴다. ○ ○ ○

창조성과 상상력을 발휘한다. ○ ○ ○

아이디어를 잘 조직한다. ○ ○ ×

설득력이 있다. ○ ○ ×

전문가, 유명인과 기타 자원을 인용한다. ○ ○ ○

자신의 아이디어의 진실성을 확보한다. ○ ○ ○

좋은 예와 세부 사항을 사용하여 중심 생각을 논증

한다.
○ ○ ○

단락마다 주제문이 있어야 한다. × ○ ○

글 전체 주제문이 있어야 한다. × ○ ○

내용이 충실하다. × ○ ×

단락 층위의 응집성을 확보한다. × ○ ×

제목이 적절하다. × ○ ×

개인의 경험을 사용한다. × × ○

역사적 사건 또한/또는 현재의 사건을 참고한다. × × ○

대립되는 주장을 바로 서술한다. × × ○

기타(구체적으로 쓰십시오) ○ ○ ○

<표 Ⅰ-5> 논증적 글에 대한 강조 내용

  
  <표 Ⅰ-5>에서 보듯이 리브먼(Liebman, 1992), 위살(Uysal, 2008), 리우(Liu, 
2015)에서 조사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 이 연구는 <표 Ⅰ-5>에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면서 논증적 글에 대한 강조 내용의 세부 문항을 개발해 보았다.
  교수자가 강조하는 내용이라면 해당 내용이 논설문 평가에서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평가 기준을 참고해서 세부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논설
문의 평가 기준(평가 기준 부분 참고)을 크게 표현, 내용, 조직, 사회언어학적 
능력으로 나눈다면 이에 따라 세부 문항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만한 것은 중국어와 한국어 논설문 평가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한국어와 중국어 논설문에 대한 교사의 강조점은 같이 제시하여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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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비슷하게 피드백도 평가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표 
Ⅰ-5>를 참고하면서 평가 기준에 의하여 개발한 문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명해야 할 것은 내용 범주에서 근거에 해당되는 것이다. 중국어 논설문에
서는 개인 경험이나 역사적 사건과 현재의 사건, 그리고 유명인의 말과 행동의 
사용이 아주 강조되는 데 비해 한국어 논설문은 전문가의 말이나 객관적인 자
료인 통계, 조사결과, 연구결과 등의 사용을 강조한다(조인옥, 2014). 따라서 한
국과 중국의 논설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설문조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범주 세부 문항

표현
미사여구를 사용한다.

바른 어휘・문법과 맞춤법을 사용한다.

내용

주장이 뚜렷하다.

개인의 경험을 사용한다.

역사적 사건 또한/또는 현재의 사건을 참고한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

유명인의 말과 행동을 인용한다.

논리적인 예를 통하여 중심 생각을 논증한다.

통계, 조사결과, 연구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인용한다.

자신의 감정을 사실대로 표현한다.

창조성과 상상력을 발휘한다.

조직

내용에 있어 앞뒤가 일관적이다.

단락과 단락,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논증적 글의 전체적 흐름을 유지한다.

사회언어

학적 능력

독자 의식을 가져야 하며 글을 쓸 때 독자를 생각하면서 쓴다.

한국 사회와 논설문에 맞게 적절한 언어 격식을 사용한다.

<표 Ⅰ-6> 논증적 글에 대한 강조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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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항

각 장르의 교육 빈도 1

논설문 과제 부여 빈도 2

논설문 쓰기 과제의 주제 3

논설문에 관한 강조 내용 및 이유 4, 5

논설문에 대한 피드백 내용 및 이유 6, 7

논설문에서 독자를 설득하는 방법 8

중・한 논설문의 차이(중국인 교수자에게만 해당) 9, 10

<표 Ⅰ-7> 교수자 대상 쓰기 교육 설문조사 내용

  
  인터뷰 내용은 주로 연구 참여자들이 쓴 글을 중심으로 문항을 개발하였다. 
평가어 이론은 체계기능언어학의 상호작용적 기능을 발전시키는 것을(Martin 
＆ White, 2005: 1) 고려하여 논증적 글을 쓸 때 독자와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
하기 때문에 글을 쓸 때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글을 쓸 때 어떻게 독자
를 고려하면서 썼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조사하지 않았지만, 개입 사용 양상, 즉 학습자들이 왜 
그런 개입 자원을 사용하는지를 밝히려면 직접 학습자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개입 사용 양상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할 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개입 사용 양상에 대한 질적 분석은 이숙희(Lee, 2006)가 대표적인데 
그는 각 개입 자원의 위치, 기능, 개입 자원의 결합 사용을 분석하였다. 왜 그렇
게 사용하는지에 답하려면 학습자가 각 개입을 사용하는 의도, 개입을 결합하
여 사용하는 의도에 대하여 인터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각 개입 
자원에 대한 인식, 즉 독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아낼 필
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리우(Liu, 2015)에서는 좋은 논설문이 무엇인지, 모국어 
쓰기와 목표어 쓰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글쓰기의 학습 방법, 쓰기의 목적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이는 중국어 논증적 글과 한국어의 논증적 글의 차이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라 본 연구에
서도 인터뷰 질문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을 어떻게 자신의 논증
적 글에 반영하였는지를 같이 인터뷰하면 연구 참여자들이 좋은 논증적 글 혹
은 중・한 논증적 글의 차이를 얼마나 잘 알고 글을 쓸 때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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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입 사용 양상의 차이를 해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글쓰기의 학습 방법, 쓰기의 목적도 같이 포함하였다. 인
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범주 항목 문항

쓰기 

지식
글쓰기를 학습하는 방법 9

참여

자 

작문

에 

관한 

질문 

각 개입 자원 사용 의도 1, 

2, 3각 개입 자원에 대한 인식

개입 자원 결합 사용의 의도 4

독자를 고려하면서 글을 쓰는 방법 7

좋은 논설문에 대한 인식과 쓴 작문에 대한 반영 5

중・한 논설문 차이와 쓴 작문에 대한 반영(중국인에게만 해당) 6

쓰기 목적 8

<표 Ⅰ-8> 참여자 대상 쓰기 인터뷰 항목

3) 자료 수집 절차 

  자료 수집은 작문 자료와 인터뷰, 그리고 설문조사로 나누어진다. 작문 자료
는 2017년 12월 16일부터 2018년 1월 4일까지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전에 모든 
연구 참여자의 서면 동의를 얻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종이에 쓰는지, 컴퓨터로 
쓰는지를 통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먼저 중국어 작문
을 쓰는지 한국어 작문을 쓰는지를 통제하지 않았다. 작문 자료 수집 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에 의해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였는데 한국어 모어 화자
의 경우 작문 평가에서 상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참여자 14명 중에서 인터뷰에 
응해 준 7명에 한해서 실시하였으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중국어 작문
은 상위 수준, 한국어 작문은 중하, 하위 수준으로 평가되는 13명 참여자 중에
서 인터뷰를 응해 준 7명에 한해서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2018년 2월 1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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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12월 17일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 중국의 問卷星과 구글 
설문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중국과 한국의 한국어 쓰기 교수자를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4) 자료 분석 

(1) 작문 평가

① 작문 평가 기준

가. 한국어 논증적 글의 평가 기준 
  논증적 글 평가에 관한 연구가 많지만 연구마다 제시된 평가 범주는 서로 달
랐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평가 범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수현(2003): 제기된 주장의 성격, 주장에 대한 근거, 내용의 구성, 독자에 대한 
고려, 표현 방식 

  <평가범주: 내용, 조직, 표현, 독자 고려>
∎이재승(2003): 정보의 정확성, 정보의 풍부성, 내용의 연결 관계, 글의 구조, 표

현의 명확성, 정확한 어법 
  <평가범주: 내용, 조직, 표현>
∎서수현(2008ㄴ): 주제의 적절성,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 표현의 명료성, 구조의 

체계성, 독자에 대한 고려 
  <평가범주: 내용, 조직, 표현, 독자 고려>
∎이은혜(2011): 의사소통 목적, 필자와 독자의 관계, 구조・형식적 지식, 주제・

내용적 지식, 수사적 지식 
  <평가범주: 내용, 조직, 수사, 사회언어학적 능력>
∎주재우・박은진・김종철(2014): 내용, 조직, 표현 
  <평가범주: 내용, 조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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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웬 티 후옹 센(2015): 글의 내용(논제 파악, 주장, 근거), 글의 형식(전체 구조, 
단락 구조, 단어, 표현 및 문법 사용, 표지 사용), 사회적 맥락(독자 설정, 필자의 
의도) 

  <평가범주: 내용, 조직, 표현, 사회적 맥락>

  선행연구의 평가 범주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는 범주는 내
용, 조직, 표현이다. 서수현(2003, 2008ㄴ)에서는 독자 고려도 포함하였고 이은
혜(2011), 응웬 티 후옹 센(2015)에서는 사회언어학적 능력도 고려하였으며 이
은혜(2011)에서는 수사적 능력도 고려하였다. 내용, 조직, 표현도 중요한 평가 
범주이지만 해당 담화공동체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언어학적 능력도 중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용, 조직, 표현, 사회언어학적 능력 4 가지를 평가 
범주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아래에 범주별로 세부 평가 기준을 살펴보자. 
  먼저 내용에 있어, 서수현(2003: 38-39)에서는 제시된 주장의 성격과 주장에 
대한 근거를 언급하였다. 주장은 명확성, 타당성, 신뢰성, 참신성, 일관성이 있
는지, 근거는 적절성, 신뢰성, 구체성, 다양성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서수현
(2008ㄴ: 91)에서도 내용에 있어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언급하였는데 주장의 
명확성, 타당성, 근거의 정확성과 논리성, 타당성, 신뢰성, 다양성, 그리고 주장
과 근거의 유기적 연결과 일관성 있는 진술을 평가한다. 이은혜(2011: 46)에서
는 주장의 타당성과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주재우・박은지・김종철(2014: 
241)에서는 내용의 통일성, 무관한 내용의 유무, 근거의 타당성, 주제의 명확성, 
양적 조건(분량)을 평가한다. 응웬 티 후옹 센(2015: 67)에서는 논제 파악의 정
확성, 주장의 명확성과 일관성, 근거의 신뢰성과 설득성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내용 면에서 주장과 근
거를 포함하는 데에 일치하였다. 본 연구의 과제는 찬반 논의 과제로서 찬성 혹
은 반대의 입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참신성을 갖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주장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은 근거를 통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과 신뢰성은 근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논
증적 글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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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주장을 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장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주장의 평가 
기준으로 하기로 하였다.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성, 신뢰
성, 다양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내용 면에서 주장의 명확성과 일관성, 
근거의 적절성, 신뢰성, 다양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술하였듯이 논증
적 글에서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제 설정에도 
포함시켰다. 본 연구는 이를 내용에 포함시켜 평가하기로 하였다.
  조직에 대하여 서수현(2003: 39)에서는 서론-본론-결론의 구성이 잘 짜여져 
있는지, 각 문단의 내용과 전체와의 유기적 연결, 내용 전개의 적절성과 타당성
을 설정하였으며 서수현(2008ㄴ: 91)에서는 구조의 체계성, 문단과 문단 구성의 
유기성, 주장과 근거의 명료한 전개, 전체적인 통일성과 응집성, 문장과 문장 간 
조직의 논리성을 설정하였다. 이은혜(2011: 46)에서는 구조가 '서론-본론-결론'
으로 조직되어 있는지, 논증 유형24)의 적절성, 문단 조직을 설정하였다. 주재
우・박은지・김종철(2014: 241)에서는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하는지, 논증적 
글의 구조적 특성에 맞게 구성하는지를 언급하였다. 응웬 티 후옹 센(2015: 68)
에서는 전체 구조의 명확성과 구성의 적절성을 통한 주장과 근거의 제시, 내용
의 통일성과 문장 간 연결의 응집성, 논증 표지의 사용을 언급하였다. 선행연구
에서 언급된 평가 범주는 전체 구조, 각 문단과 전체 내용, 문단과 문단의 조직, 
문장 간 조직이 있다. 따라서 조직에 있어, 전체적으로 서론-본론-결론으로 일
관성 있게 조직하는지, 각 문단의 내용과 전체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응집성),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응결성)를 
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하면 될 것이다.
  표현에 있어, 서수현(2003: 39)에서는 문장의 적절성과 정확성, 문장 간 연결
의 논리성, 추측이나 개인 느낌의 배제를 언급하였고 서수현(2008ㄴ: 91)에서는 
표현의 명료성을 언급하였다. 주재우・박은지・김종철(2014: 241)에서는 문장
의 적법함과 어휘 사용의 적절성, 그리고 맞춤법을 언급하였으며 응웬 티 후옹 
센(2015: 68)에서는 주장에 필요한 고급 수준의 어휘와 표현, 그리고 문법의 사

24) 이은혜(2011: 46)에서 언급된 논증 유형은 포함, 비교, 반대, 인과, 귀납적 예시, 설명적 예시, 
유추, 권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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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언급하였다. 서수현(2003: 39)에서 언급된 문장 간 연결의 논리성은 조직 
부분에서 다룬 응결성에 해당되며 표현 부분에서 다루기가 다소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추측이나 개인 느낌 표현의 배제는 한국이라는 담화 공동체에서 논증
적 글에서 피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쓰기에서 요구되는 사회언어학적 능력
으로 사회언어학적 요소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
에서 기본적으로 언급된 것은 어휘, 문법, 맞춤법이다. 특히 응웬 티 후옹 센
(2015: 68)에서는 주장하는 글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장에 필요한 고급 수준의 
어휘, 표현, 문법을 언급하였다. 주장에 필요한 고급 수준의 어휘, 표현, 문법의 
사용은 물론 중요하지만 쓰기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어휘, 문법, 맞춤
법의 정확성도 간과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휘, 문법, 맞춤법
의 정확성은 물론이고 논증적 글에 필요한 고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의 사용도 
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사회언어학적 요소에 대하여 서수현(2003: 39, 2008ㄴ: 91)에서는 독자 고려
를 언급하였고 이은혜(2011: 46)에서는 의사소통의 목적, 필자와 독자의 관계, 
수사적 지식을 언급하였으며 응웬 티 후옹 센(2015: 68)에서는 독자 설정과 필
자의 의도를 언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은 독자 고려이다. 
그리고 이은혜(2011: 46)에서 제시된 수사적 지식은 논증 유형, 논설문에 적절
한 문어 표현과 어조의 사용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사회언어학적 요소에 포함시
켜야 하고 또 한국어 학습자들이 습득해야 할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독자 고려
와 의사소통 목적은 너무 추상적이므로 채점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어떻게 하
면 독자 고려를 잘하는 것인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사회언어학적 요소에서 적절한 문어 표현과 어조의 사용을 설정하기로 하
였다. 
  작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채점할 때 어떤 범주에 몇 점을 배정해 주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주재우・박은지・김종철(2014: 241)에서는 내용 50%, 조직 
30%, 표현 20%로 채점하였다. 이를 통하여 표현보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조직
했는지를 더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응웬 티 후옹 센(2015: 67-68)에서는 내용 
30점(논제 파악, 주장, 근거 각 10점), 형식 60점(전체 구조와 단락 구조 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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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표현 20점, 표지 사용 10점), 사회적 맥락 10점(독자 설정과 쓰기 목적 각 
5점)으로 채점을 하였다. 즉 내용은 30점, 조직에 해당되는 전체 구조와 단락 
구조, 표지 사용은 40점, 표현은 20점, 사회언어학적 능력은 10점이다. 응웬 티 
후옹 센(2015)에서도 내용과 조직을 더 중요시하였지만 내용보다 조직을 더 중
요시하였다. 두 연구의 공통점은 내용과 조직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며 각각 
전체 점수의 80%와 70%를 차지하였다. 설득적 말하기의 경우, 조재윤(2007: 
352)에서는 주장 20.2%, 근거 20.8%, 내용 생성 9.9%, 내용 조직 12.7%, 표현 
9.3%, 청자 고려 9.9%으로 배점하였는데 내용과 조직은 63.3%를 차지하고 표현
과 청자 고려는 각 10% 정도를 차지하였다. 민병곤・정재미・박재현(2014: 
111)에서는 내용과 조직 각 30%, 표현은 20%로 배점하였고 이정연(2016: 
256-257)에서는 내용과 구성 각 25%, 표현 25%, 사회언어학적 능력 12.5%로 배
점하였다. 설득적 말하기 평가에서 내용과 조직은 보통 전체의 50%-60%를, 표
현은 10%-20%를, 사회언어학적 능력은 10% 정도를 차지하였다. 위와 같은 논
의를 통해 설득적 쓰기와 말하기 평가에서 배점의 비중은 내용, 조직, 표현, 사
회언어학적 능력 순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과 조직에 동등하게 배점
하는 연구도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장과 근거 외에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
'을 포함한 내용 범주에 더 많은 점수를 배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논증적 글쓰기 평가에서 중시하는 범주에 따라 배점의 비중을 결정하기로 
하여 만점 100점에 내용, 조직, 표현, 사회언어학적 능력에 각각 40점, 30점, 20
점, 10점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과제의 
평가 범주, 평가 항목, 배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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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범주 평가 항목 배점

내용

주장이 명확하고 일관적인가?

근거가 적절하고 다양하며 신뢰성이 있는가?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설득력이 있게 하는가?

40

조직

전체적으로 서론-본론-결론으로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조직하

는가?

각 문단의 내용과 전체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잘 되어 있는가?

30

표현

어휘, 문법, 맞춤법이 정확한가?

논증적 글에 필요한 고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적절하게 사용하

는가?

20

사회언어

학적 능력
논증적 글에 적절한 문어 표현과 어조를 사용하는가? 10

<표 Ⅰ-9>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과제의 평가 범주, 평가 항목, 배점

나. 중국어 논증적 글 평가 기준
  모국어로서의 중국어 작문 평가의 경우, 중국의 대학 입시 작문 평가가 대표
적인 것이며(辛平, 2007: 20) 평가 범주는 내용, 표현, 발전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내용과 표현은 기본 등급이며 발전 등급은 기본적 쓰기 능력에 기반으
로 창의성, 문학적 재능,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요구한다. 중국 대학 입
시 작문 평가 범주와 배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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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평가 범주 배점

기본

등급

내용

주제에 맞아야 한다.

중심 생각이 뚜렷해야 한다.

내용이 충실해야 한다.

감정을 성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20

표현

장르 요구에 맞아야 한다.

구조가 엄밀해야 한다.

언어가 유창해야 한다.

글씨가 반듯하고 또박또박해야 한다.

20

발전 등급

(현상에 대한 탐색 등) 깊이 있어야 한다.

(자료 등)풍부해야 한다.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나야 한다.

창의적이어야 한다.

20

<표 Ⅰ-10> 중국 대학 입시 작문 평가 범주 및 배점

  중국의 대학 입시 작문 평가 기준은 어휘와 문법 등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내용, 창의성, 문학적 재능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辛平, 2007: 20). 
이는 모국어로서의 중국어 작문 평가이기 때문이다. 이는 원진숙(1992: 120)에
서 지적한 고급 단계에 올라갈수록 표현보다 사회문화적 요소를 더 중요시해야 
하는 것과 일치하였다. 
  중국의 대학 입시 작문 평가 기준 외에 본 연구와 같이 중국인 외국어 학습자
의 중국어 작문과 외국어 작문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있다. 高霄(2011)에서는 중
국인 영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과 영어 작문을 수집하여 각각 평가하였다. 중
국어 작문의 평가 기준은 작문의 내용과 형식 두 범주를 평가하였다. 그는 작문 
내용에 대해 文秋芳(2007)를 참고하여 주제와의 관련성, 주장의 명확성, 작문의 
응집성, 논증의 타당성 4 가지 평가 항목을 설정하였다. 주제와의 관련성은 작
문의 중심 주장이 주제와의 관련성, 하위 주장과 중심 주장의 관련성, 근거와 
하위 주장의 관련성, 전체 논술과 지시어의 관련성을 가리킨다. 주장의 명확성
은 중심 문장(thesis statement)이 있는지, 중심 문장으로 표현된 중심 주장이 뚜
렷하고 타당한지, 그리고 주제문(topic sentence)이 있는지, 주제문으로 표현된 



- 40 -

하위 주장이 뚜렷하며 타당한지를 평가한다. 작문의 응집성은 서론, 본론, 결론
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하위 주장들이 조리가 있고 논리적인지, 하위 주장 부분
의 문장들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논증의 타당성은 하
위 주장들이 중심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지, 논증이 충분한지, 하위 주장의 근거
가 뚜렷하며 충분한지를 평가한다. 작문 형식에는 유창성, 정확성, 문학적 재능
을 설정하였다. 유창성이란 작문의 유창성을 말하는데 문장이 매끄러운지, 자연
스러운지, 그리고 작문의 길이를 평가한다. 정확성은 표현의 정확성을 말하는데 
문장구조의 타당성, 단락 구분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문학적 재능에 있어서는 
표현의 생동감, 수사법의 타당한 사용, 문형의 풍부성과 융통성을 평가한다. 
  중국의 입시 작문의 출제 스타일과 주제는 본 연구의 과제 스타일과 주제와 
서로 다르다. 본 연구에서 선택된 주제는 高霄(2011)에서 선정한 주제와 같이 
모두 사회 문제에 관한 것이라서 高霄(2011)의 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高霄(2011)의 연구는 본 연구와 같이 모두 중국인 학습자의 모국어와 
외국어 작문을 비교하는 연구이기 때문이다. 각 평가 범주에 부여하는 점수에 
있어, 중국의 대학 입시 작문과 高霄(2011)에서는 모두 같은 점수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르기로 하였다. 이는 중국어의 작문 평가와 한국
어 작문 평가의 차이를 말해 주기도 한다. 평가의 하위 범주는 총 7 가지가 있는
데 모두 10점을 부여하고 전체 점수는 100점으로 환산한다. 중국어 글의 평가 
범주, 평가 항목, 배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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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 범주 채점 내용 배점

내용

주제와의 

관련성

중심 주장, 하위 주장과 작문 과제 요구와 잘 관련되어 있

는가?
10

주장의 

명확성

중심 주장이 뚜렷한가?
10

하위 주장이 뚜렷한가?

작문의 

응집성

하위 주장과 중심 주장과 일관성을 유지하는가?

10

각 하위 주장 간에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위 주장 안에서 문장 간에 의미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는가?

결론은 중심 주장과 하위 주장과 연결되어 있고 중심 주장

과 하위 주장을 합리적으로 요약하는가?

논증의 

타당성

하위 주장이 중심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가?
10

논증이 논리적이고 근거가 하위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가?

형식

유창성 표현이 매끄럽고 자연스러운가? 10

정확성 표현이 정확하고 적당한가? 10

문학적 

재능
수사법을 잘 활용하고 문형의 사용이 융통성이 있는가? 10

<표 Ⅰ-11> 중국어 논증적 글의 평가 범주, 평가 항목, 배점(高霄, 2011)

② 채점 실시 및 결과 

  채점자는 한국어 작문 채점자와 중국어 작문 채점자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에서 한국어 작문 채점자를 석사 학위 소지자 이상인 한국인 한국어 표현 교육 
전공자 2명을 선정하였다. 한 명은 TOPIK 채점 훈련을 받았고 TOPIK 채점 경
험도 있었으며 다른 한 명은 설득적 말하기 채점 훈련을 받았고 채점 경험도 
있었다. 제효봉・장배근(2017)에서는 중국인 한족, 조선족, 중국어를 전혀 모르
는 한국인, 중국어를 아는 한국인 4 집단 간 작문 평가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결과는 '글의 구성 방식'에 있어, 중국인 집단(한족, 조선족)과 한국인 집단 사
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한족과 조선족 채점자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조선족 채점자들이 채점할 때 중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즉 결국은 중국인과 한국인의 채점이 '글의 구성 방식'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어 작문은 한국인 채점자가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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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타당할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중국어 작문은 석사 학위 소지자 이상인 중국어 작문 교
육 전공자가 채점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어 작문은 중국의 모 대학교 박사 과정
으로 재학 중인 중국어 작문 교육 전공자 2명을 모집해서 채점을 진행하게 하
였다. 선정된 중국어 작문 교육 전공자는 모두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 입시 작문 
채점 경험이 있고 채점 훈련도 받았다. 
  수집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은 각각 96편이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은 총 45편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은 분량
이 지극히 적거나 중국어와 한국어 작문을 같은 주제로 쓴 작문 23편을 평가에
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중국어 작문은 73편, 한국어 작문
은 118편이었다. 분량을 보면, 중국어 작문의 경우, 절반 이상의 작문은 800자 
이상이었고 700-800자의 작문은 14편이 있었고 600-700자의 작문은 6편이었으
며 600자 이하의 작문은 4편뿐이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작문의 
경우, 800자 이상의 작문은 18편이었고 700-800자의 작문은 14편이었고 
600-700자의 작문은 18편이었고 400-600자의 작문은 20편이었고 400자 이하의 
작문은 3편이었다. 즉 절반 이상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분량은 600자 
이상이었고 본 연구에서 요구하는 800자 내외에 도달하지 못하였지만 TOPIK 
고급 글쓰기의 최소 분량 요구에 도달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41명이 
800자 이상을 썼고 이 중에서 16명이 1000자 이상을 썼으며 800자 이하의 작문
은 4편뿐이었다. 채점을 할 때 한국어 작문의 경우 하나의 파일에 묶고 국적 표
시를 하지 않았고 임의로 배열하여 번호만 표시하였다. 채점은 2018년 2월 5일
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하였다. 채점 결과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해 SPSS 23.0
에서 크론바흐(Cronbach) 알파 계수를 계산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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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결과

검정대상    
Cronbach의 알파

한국어 작문 채점자 간 신뢰도 .871

중국어 작문 채점자 간 신뢰도 .949

<표 Ⅰ-12> 채점자 간 신뢰도 검정 결과

  
  <표 Ⅰ-12>에 따르면 한국어 작문과 중국어 작문의 채점자 간 신뢰도는 크론
바흐(Cronbach) 알파 계수가 각각 .874, .949로 나왔고 매우 양호한 채점자 간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채점의 결과에 의해 등급화를 하였다. 본 연구는 사분위
수로 하여 작문을 상위, 중상, 중하, 하위 4 등급으로 나누었다. 한국어 작문의 
경우, 85점, 74점, 54점을 분할 점수(cut-score)로 하여 4 등급으로 나누었는데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Ⅰ-1] 한국어 작문 등급화 결과 

  
  [그림 Ⅰ-1]을 보면 대부분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은 상위 등급에 있고 나
머지는 중상 등급에 있으며 중하나 하위 등급에는 없었다. 그러나 중국인 한국
어 학습자의 경우 상위 집단에 2명만 있고 중상 수준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
슷하였으며 대부분은 중하나 하위 등급에 있었다. 중국어 작문의 등급화 결과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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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 중국어 작문 등급화 결과 

  [그림 Ⅰ-2]에서 보듯이 중국어 작문은 92.9점, 90점, 81.4점을 분할 점수로 하
여 4 등급으로 나누었다. 상위, 중상, 중하, 하위 수준으로 평가 받은 작문은 각
각 20편, 23편, 18편, 12편이었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작문의 
등급 분포와 비교할 때 크게 달랐다.

(2) 분석 대상
    
  분석 대상은 채점 결과에 따라 선정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 작문의 질을 확
보하기 위해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 채점 결과를 다시 사분위수로 등급화하
여 1등급만을 선정하였다. 1 등급은 93 점을 분할 점수로 총 14편을 분석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의 분량은 모
두 800자 이상이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중국어 작문은 상위 수준이
지만 한국어 작문은 중하, 혹은 하위 수준인 작문 총 13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의 분량
은 절반 이상이 800자 이상이고 700-800자의 작문 4편이었으며 600-700자의 작
문은 1편이었다. 한국어 작문의 경우, 700-800자, 800자 이상의 작문은 각 2편이
었고 600-700자의 작문은 6편이었으며 600자 이하의 작문은 3편이었다. 선정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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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중국어 작문 등급 한국어 작문 등급 TOPIK 등급

CKL002 상위 중하 5

CKL017 상위 하위 6

CKL021 상위 하위 6

CKL023 상위 중하 5

CKL025 상위 중하 5

CKL048 상위 하위 6

CKL051 상위 중하 6

CKL053 상위 중하 6

CKL057 상위 중하 6

CKL062 상위 중하 6

CKL064 상위 하위 6

CKL067 상위 하위 6

CKL071 상위 하위 6

<표 Ⅰ-13>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정보

  조인옥(2014: 49)에서는 중국어 작문 우수-한국어 작문 우수, 중국어 작문 우
수-한국어 작문 열등, 중국어 작문 열등-한국어 작문 우수, 중국어 작문 열등-한
국어 작문 열등 4 가지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중에서 세 번째 경
우는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고 네 번째 경우는 모국어 작문 능력의 문제로 
귀결할 수 있으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경우이다(조인옥, 2014: 49). 
즉 모국어 작문 능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작문은 중하, 하위 수준으
로 평가를 받았다. 이는 언어적 요소 외에 중국식 글쓰기 습관의 영향도 받았을 
것이다(조인옥, 2014: 50).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어 작문은 상위, 
한국어 작문은 중하, 하위 수준으로 평가를 받은 학습자의 작문을 분석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국어 작문 등급별 한국어 작문 등급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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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작문

중국어 작문
상위 중상 중하 하위

상위 1 5 8 6

중상 1 3 8 10

중하 0 3 7 8

하위 0 4 5 3

<표 Ⅰ-14> 중국인의 중국어와 한국어 작문의 등급 

  <표 Ⅰ-14>에서 보듯이 중국어 작문의 수준과 상관없이 한국어 작문은 모두 
중위, 하위 수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중국어 작문은 상위와 중상 수준인 
학습자의 한국어 작문은 상위, 중위, 하위 수준에 모두 분포되어 있다. 중국어 
작문은 중하나 하위 수준인 학습자의 한국어 작문은 중위, 하위에 분포되어 있
다. 한국어 작문이 상위 수준이라면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충분히 습득하였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어 작문은 상위 
수준이지만 한국어 작문은 중하, 하위 수준인 경우인데 이런 학습자는 가장 개
선할 여지가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전반적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데 비롯될 수는 있으나 언어적 문제와 작문 능력 외에 다른 요소
에서 원인을 찾을 필요도 있다(조인옥, 2014: 56). 즉 언어 능력의 한계가 학습
자의 글쓰기에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문화 요소의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언어 능력의 문제는 중국의 현행 한국어 교육과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만 문화에 관한 것은 현행 한국어 교육과정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
다. Ⅲ장에서 밝히겠지만 현재 중국에서의 글쓰기 교육은 표현을 아주 강조하
지만 중국과 한국 글쓰기의 차이와 같은 문화적 요소에 대한 교육은 소홀히 다
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중국어 작문은 상위 수준이지만 한국어 작문은 중하, 하위 수준인 중국인 학
습자들은 모국어 글쓰기 능력은 크게 문제가 없고 언어적 능력의 부족과 한국
어 글쓰기 관습의 미숙지로 인해 한국어 논증적 글을 잘 쓰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면 언어적 능력과 
문화적 요소를 교육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중국어 작문은 중위 혹은 하위 수준
인 중국인 학습자는 모국어 글쓰기 능력 자체가 문제가 있어 한국어 논증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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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글쓰기 능력은 물론이고 언어적, 문화적 요소도 같
이 교수해야 한다. 즉 이중적 교육 처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별도의 문제
가 되어 후속 연구에서 다루기로 하고 본 연구는 중국어 작문은 상위 수준이지
만 한국어 작문은 중하, 하위 수준인 학습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3) 분석 방법
  
  먼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작문에 나타난 개입을 추출하였다. 개입 자원 추
출25)은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 이숙희(Lee, 2006), 호(Ho, 
2011), 맹강(2017ㄱ, ㄴ)에 따라 한 다음에 Excel에 각 개입의 개수를 입력하여 
해당 작문의 각 개입의 전체 개입수당 평균을 산출하여26) SPSS 23.0에서 t 검정
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 중국인 한국어 학습
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과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 간에 개별 개입의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숙희(Lee, 2006), 맹강(2017ㄴ)에 
따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에 나타난 개입의 유형, 
기능, 결합 사용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에 
반영된 개입 사용 양상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데 통계적 처리가 가능한 문항

25) 한국어 논증적 텍스트의 경우 연구자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 1명과 개입 추출의 신뢰도를 확
인해 보았다. 연구자는 우선 개입의 개념과 유형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추출의 기준을 소개하
였다. 그 다음에 샘플로 논증적 글 3편을 뽑아서 같이 개입을 추출하였다. 첫 편의 경우, 첫 
단락의 개입을 추출할 때 일치도가 낮았다. 하지만 2번째 단락부터 일치도가 점차 높아졌다. 
두 번째 텍스트와 세 번째 텍스트의 개입을 추출할 때 점차 일치도가 높아졌으며 대부분의 
개입은 일치한 것으로 나왔고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26) 이는 맹강(2017ㄱ: 97, 2017ㄴ: 131)에 따른 것이다. 맹강(2017ㄱ, ㄴ)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孟勐·李雪(2010), 이숙희(Lee, 2006), 호(Ho, 2011), 리우(Liu, 2015) 등 선행연구에서는 그냥 
빈도수만을 가지고 통계적 검정을 하였는지, 몇 단어/어절 수당 빈도로 통계적 검정을 하였는
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텍스트의 길이가 다르면 나타나는 개입의 수도 다를 것이며 
텍스트가 길수록 개입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빈도수만 가지고 통계적 검정을 하면 
타당하지 않고 본 연구에서는 한 작문의 전체 개입 수당 각 개입의 빈도를 산출하여 통계적 
검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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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문항별로 정리하여 SPSS 23.0에서 t 검정으로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
자와 한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의 응답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
정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개입 사용의 차이를 해석
하는 자료로 사용하였다. 통계적 처리가 불가능한 문항에 대해 문항별로 응답
한 결과를 정리하여 귀납적으로 분류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개입 사용의 차이를 해석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인터뷰 자료도 중국
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에 반영된 개입 사용 양상을 해석
하는 데 활용하는데 전사하고 개입 사용 양상과 관련되는 부분을 인용하여 개
입 사용 양상의 차이를 해석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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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 논의를 위한 이론적 전제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에서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려면 우선 논증
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해야 한다. 민병곤(2001: 250, 253, 257)에 의하면 논리
학은 청중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맥락에 민감하지 않고 실용-대화론적 접근
은 청중 지향적이지 않으며 논리학과 실용-대화론적 접근과 달리 신수사학은 
청중 지향적이고 청중을 중요하게 다룬다. 청중이론은 신수사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논증의 건전성을 궁극적으로 청중에 달려 있다. 신수사학은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며 맥락을 가능한 한 풍부하게 복원하고자 한다(민병곤, 
2004: 34). 
  본 연구는 제2언어 쓰기에 관한 연구로서 제2언어 쓰기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자 한다. 문화 간 수사학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는 학습자 내 혹은 학습
자 간 쓰기 담화에 대한 연구로서 신수사학, 담화분석, 텍스트언어학 등 이론을 
수용하여 최근에 들어와 '독자'와 사회적 맥락을 중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다. 
캐플런(Kaplan, 1966)을 시작으로 제2언어 쓰기 연구는 통사론에서 벗어나 텍
스트적 층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문화 간 수사학의 효시가 되었다. 지금까지 
50여 년 동안 계속 다양한 이론을 수용하여 발전해 와서 제2언어 쓰기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제2언어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글을 비교하는 연구
라면 문화 간 수사학의 틀에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한
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에 반영된 개입을 비교하는 연구로서 
문화 간 수사학의 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으로 책임 분포
(responsibility distribution, Hinds, 1987), 화용적 이해(pragmatic interpretation, 
Hinkel, 1994), 입장과 개입(stance and engagement, Hyland, 2005), 평가어 이론
(appraisal theory, Martin ＆ White, 2005)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책임 분포는 
텍스트의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 독
자 책임과 필자 책임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이는 주로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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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텍스트 조직 패턴에서 보는 것이 한계성을 지닌다. 화용적 이해는 일관적
이고 명확한 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Ho, 2011: 40). 그리고 입장과 개입은 평
가어 이론의 개입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분류 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한국어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평가어 이론은 체계기능언어학의 상호작용적 
기능을 발전시키는 것으로(Martin & White, 2005: 1)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체계적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평가어 이론은 다시 태도, 개입, 강도로 나누
어지는데 호(Ho, 2011: 43)에 의하면 개입은 논증적 글쓰기와 직접 관련되는 것
이다. 그리고 입장과 개입에 비해 평가어 이론은 보다 더 체계적이고 코딩의 기
준도 제시되어 있으며 사회적 맥락도 중요시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어 이론은 본 연구의 목적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신수사학과 문화 간 수사학, 그리고 평가어 이론
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지점은 '독자'와 '사회적 맥락'을 중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수사학은 논증에서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고 문화 간 수
사학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글을 쓰는가를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으며 평가
어 이론은 화자/필자와 청자/독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이다. 아래
에서 위 3 가지 이론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1. 논증적 글쓰기에 관한 제2언어 이론

1) 신수사학

  신수사학은 페럴만(Perelman, 1958/1969)에 의하여 제시된 논증이론이다. 신
수사학은 일상어에서 비형식적이고 비분석적인 논증의 실천에 주목하여 실제
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 논증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페럴만(Perelman, 1969: 4)에 
의하면 논증이론의 목표는 '평가 받기 위하여 제시된 테제에 대한 정신의 지지
를 이끌어 내거나 증대시켜주기 위한 논변적 기법에 대한 연구'27)이다. 페럴만

27) 번역은 민병곤(2001: 259)을 참고하였다.



- 51 -

(Perelman)은 논증에서 심리적, 사회적 조건을 홀시하면 의의가 없다고 하면서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신수사학은 맥락을 가능한 한 풍부하게 
복원하고자 한다(민병곤, 2004: 34). 이로 보아 신수사학은 논증을 사회적 행위
로 본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맥락을 중요시하는 신수사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청중에 대한 설득
이고 청중 이론은 페럴만(Perelman)의 신수사학 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신수사학에서 청중은 화자가 자신의 논증을 통해 영향을 미치려는 사람의 집단
이다(Perelman, 1969: 19). 신수사학은 어떻게 청중이 화자/필자가 제시한 명제
에 찬성하도록 하는 것을 연구하고 청중은 논증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
할을 하며 청중이 명제를 얼마나 찬성하느냐가 논증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
이 된다. 그리고 페럴만(Perelman, 1969: 23-24)에서는 '논증에서 중요한 것은 
화자가 옳거나 중요하다고 믿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청
중의 관점을 아는 것이다.'라고 할 만큼 논증에서 청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청중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고전수사학과 일치하였다. 고전 수사학은 
설득 방법으로서의 대중 연설의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청중은 주로 공
공 광장에서 모이는 대규모 청중이었다. 이와 달리 신수사학은 구어 논증보다 
문어 논증을 더 강조하여 다루고자 하였고 청중도 공공 광장에서 모이는 대규
모 청중에만 한하지 않고 어떤 하나의 청중 혹은 논증자 자신도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신수사학에서 청중의 개념은 실제적 청중은 물론이고 이상화된 청중의 
개념도 포함한다. 페럴만(Perelman)은 청중을 보편 청중과 특수 청중으로 나누
었는데 보편 청중은 확신시키는(convincing) 논증과 관련되어 어떤 논증으로 보
편 청중의 인정을 얻었으면 해당 논증이 효과적이고 확신되는 것이다. 보편 청
중을 설득할 때 제시한 이유가 설득적이고 자명하고 절대적이고 영구한 유효성
을 지니는 것으로 확신시켜야 한다. 특수 청중은 설득적(persuading) 논증과 관
련되는데 어떤 논증으로 일부 특수한 청중의 인정을 얻었으면 해당 논증은 효
과적이고 설득적이다. 물론 확신시키는 논증과 설득하는 논증은 뚜렷한 경계가 
없으며 실제로 그 차이를 말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페럴만(Perelman, 1969)에서 
단일 청중(single audience)과 자아 청중(self-audience)의 개념도 제시하였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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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청중은 어느 한 사람이 청중이 되는 것이고 자아 청중은 논증자 자신을 청중
으로 하는 것이다. 자신을 청중으로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사고하고 논
증하는 과정이다. 자신과의 토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더욱 잘 인식할 수 있고 
자신의 주장이 합리적인가, 근거가 튼튼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편 청중
을 확신시키는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즉 일단 자신을 청중으로 하고 마음
속에서 자신 주장의 합리성을 충분히 논증한 다음에 이런 사고와 논증의 과정
을 표현하여 보편 청중을 설득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페럴만(Perelman)의 신수사학에서 논증의 출발점도 역시 청중과 관련되는데 
화자/저자가 청중과 어떤 공유 지식(agreement)을 갖고 있고 청중이 자신의 주
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논증의 출발점이 된다. 논증을 하기 전에 청중과 
어떤 공유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페럴만
(Perelman, 1969: 66)에서는 이런 공유 지식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하나는 
실제적인(real)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실(facts), 진리(truths), 추정(pre-
sumptions)을 포함하고 다른 하나는 선호(preferable)와 관련되는 것으로 가치
(values), 계층(hierarchies), 그리고 선호와 관련된 논점(lines of argument relating 
to the preferable)을 포함한다. 사실, 진리, 추정과 같은 실제적인 공유 지식은 
보편 청중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이므로 보편 청중을 설득하는 데 효과
적이다. 선호와 관련되는 공유 지식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
지만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특수한 관점과 관련되어 특수 청중을 설득하
는 데 효과적이다. 즉 선호와 관련되는 것들은 보편적 정확성을 띠지 않아 보편 
청중의 인정을 받기 어렵지만 논증의 전제가 될 수 있다. 비록 사실, 진리, 추정
과 같은 효과가 없지만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사수학은 청중을 중요하게 탐구하며 청중의 탐구 대상은 사회적 
맥락이다. 논증은 항상 청중의 특성에 맞아야 하는데 청중의 특성에 맞지 않으
면 좋은 논증으로 볼 수 없다. 화자나 저자가 청중을 설득하려고 할 때 청중의 
유형과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소홀히 하거나 청중을 잘못 파악한다면 
설득의 목적을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청중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청중의 다
양성, 그리고 청중과 환경과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 청중은 매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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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또한 청중은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
며 청중을 이해할 때 환경 외에 고립시키면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민병곤(2004: 3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중의 개념이 아주 복잡하고 
가변적이며 불투명하여 특수 청중과 보편 청중으로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하지만 논증에서 청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자체
가 무리가 없을 것이며 청중은 논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은 분명하다. 특히 논
증적 글을 쓸 때 윌리엄스와 콜럼(Williams ＆ Colomb, 2007; 윤영삼 역, 2008)
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독자의 눈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기, 독자의 관심을 어떻
게 끌 것인가, 독자를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 등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
들이다.   

2) 문화 간 수사학 

  문화 간 수사학(intercultural rhetoric, IR)은 코너(Connor, 2004, 2008, 2011)에
서 제안한 용어인데 초기의 연구에서 캐플런(Kaplan, 1966)에 의하여 대조수사
학(contrastive rhetoric: C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캐플런(Kaplan, 1966)에
서는 'Cultural thought patterns in inter‐cultural education'이라는 주제로 서로 다
른 문화 배경을 갖는 학생이 쓴 영어 작문을 비교함으로써 다른 문화 배경을 
갖는 학생이 사용한 수사적 모형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대조수사학 
연구의 효시로 볼 수 있다. 캐플런(Kaplan, 1966)에서는 영어 학습자의 민족에 
따라 영어의 선형적 모형, 동양어의 나선형 모형, 셈어족의 평행 모형, 러시아어
의 이탈 모형, 그리고 로만스어의 굴절 모형으로 나누었다. 그는 쓰기와 문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언어와 문화마다 독특한 수사적 전통을 지니며 쓰기 구
조의 순서 배열은 필자의 사고 패턴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캐플런(Kaplan)
의 연구는 제2언어 쓰기 연구를 통사론에서 벗어나 텍스트 구조에 옮겼다는 점
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캐플런(Kaplan)의 '전통적' 대조수사학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마타렌(Matalene, 1985)에서는 '전통적' 대조수사학이 너무 
자민족 중심주의적이고 영어 모어 화자의 쓰기에 특권을 부여하였다고 지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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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모한과 로(Mohan & Lo, 1985)에서는 캐플런(Kaplan)의 연구가 L2 쓰기 
결과물만 살펴보고 교육적, 발달적 과정을 무시하였다고 비판하였으며 힌즈
(Hinds, 1983)에서는 중국어, 태국어, 한국어를 '동양' 집단에 묶고 관련 언어들
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무시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런 비판에 대해 캐플런
(Kaplan, 1987)에서는 수사적 차이는 꼭 사고방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
고 수사적 차이는 아마 특정 문화에서 배운 쓰기 관습의 차이를 반영할 것이라
고 밝혔다. 즉 L2 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국의 사고방식만이 아니라 
배운 쓰기 관습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쓰는가, 누구에게 보여 
주는가,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탐색할 만한 문제라고 밝혔다. 
  코너(Connor, 1996: 2)에 의하면 이와 같은 대조수사학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제1언어 쓰기 연구 초점의 전환, 담화분석과 텍스트언어학의 새로운 발전으로 
인해 1990년대에 들어 대조수사학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서 전통적 틀
(framework)이 확대되었다. 즉 인지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 그리고 언어학적 변
인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쓰기 결과물의 구조 분석에 집중한 단순한 언어학적 
틀을 대체하였다. 코너(Connor, 1996: 19)에서는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새로
운 지향(new directions)라고 하면서 5 가지 분야를 언급하였다. 즉 대조 텍스트
언어학, 문화적 활동으로서의 쓰기 연구, L2 쓰기의 교실 역동성에 관한 대조 
연구,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장르에 대한 대조수
사학적 연구, 다른 문화의 지적 전통과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대한 주입을 다루
는 대조수사학적 연구가 그것이다. 이 시기에 코너(Connor, 1996: 5)에서는 대
조수사학이라는 것을 제2언어 필자들이 쓰기에서 부딪치는 문제점을 탐색하고 
그 문제점들을 제1언어의 수사적 전략으로 해석하려는 학문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코너(Connor, 2001: 76)에서는 필자가 분리되고 인식 가능한 문화적 집
단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개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 시기에 대조수사학은 위와 같은 다
양한 분야의 이론을 수용하여 L2 학습자의 쓰기 결과물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외에 쓰기 결과물 생산과 관련된 학습자를 둘러싼 인지적 요인, 사회적 요인을 
중요시해서 같이 분석하게 되었다. 그리고 쓰기 활동을 더 이상 정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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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않고 역동적인 것으로 보게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캐플런(Kaplan, 2001)에서는 제2언어/외국어 쓰기 교실에서 
직면하는 중요한 5 가지 문제를 제시하였다. 즉, '1. 토론 가능한 것이 무엇인
가?(주제)', '2. 누가 말하거나 쓰는 권위가 있는가?(필자)', '3. 쓰기가 어떤 형식
을 취하는가?(장르)', '4. 근거가 무엇인가?(근거)', '5. 근거를 어떻게 조직하여 
독자에게 호소하는가?(조직 및 독자 고려)'이다. 이를 한 마디로 말하면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쓰는가?'(Kaplan, 2001: 
xiii)이다. 이 5 가지 문제를 통해 캐플런(Kaplan, 2001)에서는 사회문화적 요소
가 제2언어 쓰기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의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캐플런
(Kaplan, 2005)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5 가지 문제를 6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1a. 누가 쓰는 권위를 갖고 있는가?(필자)', '1b. 누구에게 쓰는가?(독자)', '2a. 
토론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주제), '2b. 쓰기가 어떤 형식을 취하는가?(장르)', 
'3a. 근거가 무엇인가?'(근거), '3b. 근거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조직하는가?'(조
직)이다. 이런 질문들은 독자, 장르, 수사적 구조의 핵심적 이슈를 지적하였다. 
즉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는가?'이다. 
캐플런(Kaplan, 2005)은 캐플런(Kaplan, 2001)에 비해서 독자를 명확히 제시하
였고 필자의 쓰기는 목표 독자의 제한을 받는다고 하였다. 필자가 제2언어로 글
을 쓸 때 목표 독자와 같은 공유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텍스트를 통하여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코너(Connor, 2004)에서는 대조수사학 대신 문화 간 수사학이
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연구방법론에 대해 텍스트 기반에서 맥락 의존으로, 문
화에 대해 정적인 것으로부터 역동적인 것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
고 텍스트 분석, 장르 분석, 코퍼스 분석도 문화 간 수사학 연구에서 필요한 방
법이라 하였다. 특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할 때 소문화(small cul-
ture)와 대문화(big culture)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이어서 코너(Connor, 2008)에서는 대조수사학에서부터 문화 간 수사학으로 바
꾸자고 다시 호소하였다. 그는 모든 문화와 사회적 실천은 다른 문화적 실천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inter'는 문화적, 수사적 차이보다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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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을 강조하고 문화 간 수사학 연구는 다문화적, 문화 간의 연구를 모
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며 문화 간 연구는 맥락을 중요시하고 학습자 간
(inter-person)과 문화 간(inter-culture)의 영향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였다. 그리
고 문화 간 수사학 연구에서 쓰기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요인의 복잡성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화자와 필자, 그리고 
독자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무엇이 쓰기 과정에 들어가는지, 쓰기와 필자에 영
향을 미치는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알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대조수사
학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첫째, 쓰기를 사회구성적 활동과 과정으로 봐야 한다, 
둘째, 제2언어 쓰기를 가르칠 때 대문화(국가 문화)와 소문화(교실 문화, 학문
적 문화, 학습자 문화 등)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문화 간 의사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과 비교문화적 의사소통(cross-cultural communication)을 고려하
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관점에서 코너(Connor, 2011: 2)에서는 문화 간 수사
학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는 학습자 내 혹은 학습자 간 쓰기 담화에 대
한 연구로 정의하였다. 
  문화 간 수사학은 다양한 이론을 수용하면서 충분히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
다. 다음에 문화 간 수사학의 연구 분야, 연구방법론, 교육적 적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문화 간 수사학의 연구 분야
 
  문화 간 수사학 연구는 초기부터 담화 패턴에 관한 연구가 아주 활발히 진행
되어 왔다. 대조수사학 연구의 효시로서 캐플런(Kaplan, 1966)에서는 영어 학습
자의 L2 작문의 조직 패턴을 살펴보았고 문화권에 따라 학습자의 조직 패턴을 
5 가지로 귀납하였다. 그리고 고바야시(Kobayashi, 1984), 클라인(Clyne, 1987), 
구보타(Kubota, 1988), 히로세(Hirose, 2003), 위살(Uysal, 2008), 양과 케이힐
(Yang & Cahill, 2008), 진대연 외(2006), 제효봉(2015) 등에서는 학습자 작문의 
조직 패턴을 살펴보았다. 또한 더 미시적 측면에서 차이(Cai, 2007)에서는 주장 
진술(thesis statement), 위살(Uysal, 2008), 리우와 퍼노(Liu & Furneaux,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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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Liu, 2015)에서는 주제문(topic sentence)을 살펴보았다. 리우(Liu, 2015)에
서는 학습자의 서론, 결론 쓰기도 살펴보았다. 
  이외에 텍스트언어학을 바탕으로 학습자 작문의 응집성(coherence)과 응결성
(cohesion)을 살펴보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위살(Uysal, 2008)에서는 
학습자 작문의 응집성과 응결성을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연구 외에는 논증이론에 기반을 둔 연구도 있었다. 코너와 라우어
(Connor & Lauer, 1988)와 위살(Uysal, 2012)에서는 각각 미국, 영국, 뉴질랜드 
고등학생의 영어 논설문과 터키 영어 학습자의 터키어와 영어 논설문에 반영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적 호소(에토스, 페토스, 로고스)와 논증구조(Toulmin, 
1958)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인옥(2014)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
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논설문에 반영된 근거를 비교하였다28).
  비록 많지 않지만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도 있었다. 
힌즈(Hinds, 1987)에서는 필자 책임과 독자 책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필
자 책임은 쉽게 이해하도록 글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며 
독자 책임은 글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자의 책임이 아니라 독자가 스
스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힌즈(Hinds, 1987: 144-145)에서는 일본에서는 독
자 책임이며 중국은 현대에 들어 독자 책임으로부터 필자 책임으로 바뀌고 있
다고 밝혔다. 리우(Liu, 2015)에서는 평가어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인 영어 학습
자와 영어 모어 화자의 논증적 글에 반영된 개입을 살펴보았다. 
  위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화 간 수사학 관련 연구는 주로 담화 패턴
에 집중하고 있었고 논증이론에 바탕으로 한 연구와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도 있었지만 드문 실정이다. 문화 간 수사학의 연구 분야는 다양한 이
론을 수용하여 계속 발전되어 와서 텍스트언어학, 논증이론, 체계기능언어학 등 
이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문화 간 수사학의 
연구 분야는 새로운 이론을 수용하여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8) 조인옥(2014)에서는 비록 명확히 근거를 논증구조의 일부로 보지 않았겠지만 '근거'는 툴민

(Toulmin, 2003, 謝小慶·王麗 역, 2016)의 논증구조와 윌리엄스와 콜럼(Williams ＆ Colomb, 
2007, 윤영삼 역, 2008)의 논증구조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조인옥(2014)을 논증구
조에 관한 연구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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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간 수사학의 연구방법론

① 자료 수집 방법

  캐플런(Kaplan, 1966)과 같은 초기 대조수사학 연구는 주로 학습자의 L2 쓰
기 결과물만 수집하여 L2 작문에 나타난 조직 패턴이 L1 작문의 영향을 받는다
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학습자를 둘러싼 인지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분석 없이 
L2 작문만으로 L1 작문의 조직 패턴을 추측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다. 
그 이후의 연구들은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습자의 L1과 L2 작문을 모
두 수집하고 학습자를 둘러싼 인지적, 사회적 요인도 같이 수집하게 되었다. 그
런데 L1과 L2 작문의 주제는 같아야 하는가, 달라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생겼다. 
  조인옥(2014), 햄프 라이언스(Hamp-Lyons, 1990), 사사키와 히로세(Sasaki ＆ 
Hirose, 1996), 리시디와 다스트크헤즈(Rashidi ＆ Dastkhezr, 2009), 자레 에
(Zare-ee, 2009), 이스마일(Ismail, 2010), 강숙진과 오선영(Kang ＆ Oh, 2011), 
리우와 퍼노(Liu ＆ Furneaux, 2014), 리우(Liu, 2015) 등 연구에서는 같은 주제
로 L1과 L2 작문을 수집하였다. 학습자에게 다른 주제를 준다면 글의 내용과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에서 첫 번째로 쓰는 작문이 
두 번째로 쓰는 작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두 번 쓰기 과제 수행이 일정한 
시간 간격29)을 두거나 먼저 L2로 글을 쓰는 다음에 L1으로 쓰게 하였다. 하지
만 시간 간격이 짧으면 학습자들이 첫 번째로 쓰는 작문의 내용을 그대로 두 
번째로 쓰는 작문에 번역할 가능성이 있으며 시간 간격을 너무 길면 자료 수집 
기간도 길어진다. 이에 반해 히세로(Hirose, 2001)와 위살(Uysal, 2008, 2012)에
서는 L1과 L2 작문을 각각 다른 주제로 하였다. 이는 먼저 쓰는 작문이 두 번째
로 쓰는 작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Hirose, 2001: 45) L1에
서 간단하게 L2로 전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Uysal, 2012: 138). 같은 주제
를 주고 중국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을 한다면 연습 효과(practice effect)가 나타

29) 시간 간격은 1주일(Rashidi, 2009), 2주일(Ismail, 2010), 1달(Kang ＆ Oh, 2011), 5달(Liu ＆ 
Furneaux, 2014) 등으로 서로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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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것이며(高霄, 2011: 59) 다른 화제를 준다면 작문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망숑과 머피, 그리고 데 라리오스(Manchon, Murphy ＆ de Larios, 
2005: 194)와 高霄(2011: 59-60)에서는 주제 유사 전략을 취하였다. 즉 유사한 
주제로 L1과 L2 작문을 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L1 작문에서 간단하게 
L2 작문으로 전이함을 방지할 수도 있으며 L1과 L2 작문의 질이 다름을 방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쓰기 과제의 제시도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
서 주제와 시간 제한, 분량 등만 간단하게 제시하거나 TOEFL 시험의 쓰기 문제
를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쓰기 과제의 제시 방법은 학습자의 과제 수
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제 제시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 
  학습자를 둘러싼 인지적, 사회적 요인은 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해 왔다. 설문이나 인터뷰의 내용으로는 L1/L2 작문 학습 경험, 쓰기 경험, 
그리고 학습자가 쓴 글과 관련된 것이었다. 예컨대, 위살(Uysal, 2008)에서는 작
문 학습 경험과 작문 조직에 관한 것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고 
위살(Uysal, 2012)에서는 교육 경험과 해당 조직 패턴을 선택하는 이유를 인터
뷰로 수집하였다. 그리고 리우(Liu, 2015)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L1/L2 작문 학
습 경험, 쓰기 경험, 쓰기 지식과 전략 등을 설문조사로 수집하였으며 쓰기 전 
준비 여부, 독자 설정, 쓰기 목적 등 쓰기 과정에 관련된 것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현상에 대한 해석에 도움
이 된다. 

② 자료 분석 방법

  문화 간 수사학은 다양한 이론을 수용하여 자료 분석에 적용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 분석 방법은 수집된 작문 텍스트 분석 방법과 작문에 나타난 현상
에 대한 해석을 포함한다. 
  텍스트 분석은 갈수록 맥락 의존적인데 텍스트를 맥락에서 분리시키기보다
는 그것을 큰 맥락에 두어 분석한다. 특히 의사소통 목적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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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아지고 있다(Connor, 2011: 36). 그리고 쓰기는 갈수록 사회 상황적인 
것으로 여겨져 각 상황마다 독자, 쓰기 목적, 수준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고 이에 
상응하여 수정, 협상, 세부적 사항에 대한 주의가 요구될 수도 있으며 연구의 
초점은 텍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로부터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가로 바꾸
었다(Connor, 2011: 37). 문화 간 수사학은 그 동안 페어클럽(Fairclough, 1992)
의 담화의 3차원 개념, 담화30)(Big D Discourse), 학문 목적 쓰기, 장르 분석, 코
퍼스 분석, 다중 모달 시각 분석(multi-modal visual analysis), 민족지학적 접근 
및 텍스트 분석 이론을 수용하여 연구를 해 왔다. 그리고 '문화'라는 개념은 문
화 간 수사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대문화와 소문화의 개념
이 도입되었다.

가. 텍스트 분석 방법

  코너(Connor, 2011)에서는 기존에 문화 간 수사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텍스트 분석 방법을 살펴보았다. 페어클럽(Fairclough, 1992)의 3차원 담화 이론
은 문화 간 수사학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페어클럽(Fairclough, 1992)에 
의하면 담화는 텍스트와 사회적 상황의 상호작용의 통합으로 봐야 한다. 그에 
의하면 담화의 3차원은 텍스트(text), 추론적 관행(discursive practice),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으로 구성되는데 텍스트는 텍스트에 대한 언어적 분석이고 
추론적 관행은 텍스트에 담겨 있는 상호작용, 담화에 대한 상호작용적 관점, 특
히 텍스트 생산과 이해의 과정의 실체를 말하며 사회적 실천은 사회적 분석이
다. 코너(Connor, 2011: 38-39)에 의하면 담화의 3차원 개념은 쓰기 담화 분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학생의 에세이는 '텍스트'로 볼 수 있고 에세이의 생산 
및 이해의 과정은 '추론적 관행'으로 볼 수 있으며 에세이 쓰기의 목적은 '사회
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문화 간 수사학에 관한 대부분 연구는 '텍스
트'와 '추론적 관행'을 적용하였지만 '사회적 실천'을 적용하는 경우가 미미하였

30) 지(Gee, 2005)에서 'big D discourse'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진하게 표시된 
'담화'로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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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지(Gee, 2005: 21)에 의하면 담화는 '언어, 행위, 상호작용 통합의 방
법, 사고, 신념, 가치화의 방법, 다양한 기호, 도구,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특별한 정체성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리고 담화는 언제나 언어와 '기타 
요소'의 합체이다(Gee, 2005: 26).
  코너(Connor, 2011: 42)에서는 담화의 전체 모형은 문화 간 수사학의 분석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담화는 의미의 위치귀속성(situatedness)과 맥락의 중요
성을 지지하고 담화의 경계선이 모호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기술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담화는 문화적 모형에 가치를 부여
하였다.  
  또한 학문 목적 쓰기 이론도 문화 간 수사학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하이랜
드(Hyland, 2009)에서는 사회 맥락적 학문 목적 쓰기 이론을 발전하여 학문적 
담화에 대한 3차원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즉, 텍스트, 맥락, 비판이 그것이다. 코
너(Connor, 2011: 44)에 의하면 하이랜드(Hyland)의 3차원 접근은 페어클럽
(Fairclough)와 지(Gee)의 접근과 유사하고 모두 텍스트에 대한 텍스트적, 맥락
적, 비판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하이랜드(Hyland)의 접근은 접근의 
조작화에 대한 분명한 표명으로 인해 특히 문화 간 수사학 연구자에 도움이 되
고 특히 비판과 이데올로기 차원은 현재까지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
였다. 
  향후의 연구는 복잡한 텍스트적 현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 텍스트를 텍스트적, 맥락적,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로서 문화는 위 3차원 중에서 어느 차원에 임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문화 간 수사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한 가지 이론은 장르 분석이다. 
코너(Connor, 2011: 45-47)에서는 장르 분석은 장르적 구조가 분석과 교육적 적
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기존의 대부분 연구는 국가적 문화만 고려
했고 소문화에 관한 연구가 미미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장르 분석의 영
향을 받아 텍스트 분석의 초점은 쓰기의 목적에 바뀌게 되었고 연구자도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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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쓰기 활동을 통해 쓰기의 일부를 살펴보게 되었다.
  그 외에 코퍼스 분석도 문화 간 수사학에 영향을 끼쳤다. 코너(Connor, 2011: 
50)에 의하면 대규모의 텍스트적 분석은 문화 간 수사학에 도움이 되며 이런 
연구의 결과는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에서 단일민족 학생들이 많을 때 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장르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언어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과 차이점의 원인도 탐색해야 한다고 지
적하였다. 코퍼스 언어학적 방법론은 양적 문화 간 수사학 연구에 엄밀한 기준
을 마련해 주었는데 지금은 양적 엄밀성과 주석, 조사, 인터뷰, 관찰을 통해 상
황, 맥락, 쓰기 목적에 대한 융통성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은 직면하고 있는 도전
이다(Connor, 2011: 51).
  최근에 들어와 통합 리터러시의 발전에 힘입어 시각, 멀티미디어, 다중 모형 
리터러시에 대한 강조가 강화되어 다중 모형 시각 분석은 텍스트 분석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진다(Connor, 2011: 51). 코너(Connor, 2011: 52)에 의하면 다중 
모형 시각 분석은 쓰기 교사에 의의를 가지며 중요한 문화적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지만 기존의 연구는 텍스트의 개념과 서양 언어를 사용한 쓰기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코너(Connor, 2011: 52)에서는 비교문
화적 시각 수사학의 학습과 교수는 연구할 만한 중요한 분야라고 밝혔다. 

나. 학습자 글쓰기의 요인 분석 방법

  텍스트 분석에서 맥락이 강조되면서 민족지학적 접근이 대두되었다. 담화의 
본질은 사회적이라는 인식이 발전되면서 쓰기 연구에서 민족지학적 접근은 갈
수록 중요해진다(Connor, 2011: 52). 그간 문화 간 수사학 연구는 민족지학적 접
근으로 서로 다른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색해 왔고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도 계속 변해 가고 있다. 앳킨슨(Atkinson, 2004)에서는 대조수사학이 문화
에 대한 더 타당한 개념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여 문화를 보는 시각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received)' 문화에서 선택 가능한(alternative) 문화로 전환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문화는 민족적, 국가적, 고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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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며 선택 가능한 문화는 글로벌 의사소통이 계속 변해 가는 본질과 지속 
변해 가는 문화의 정의를 고려한다. 앳킨슨(Atkinson, 2004)에서는 홀리데이
(Holliday, 1999)의 대문화와 소문화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문화 간 수사학에 가
장 의의 있는 것이다. 홀리데이(Holliday, 1999: 241)에 의하면 대문화는 민족적, 
국가적, 혹은 국제적 그룹의 필수적 특징으로서 규범적이고 관행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소문화는 역동적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임의의 사회적 집단에서 응집력이 
강한 행위와 관련되고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교육적 상황에서 문화는 
<그림 Ⅱ-1>처럼 복잡하고 서로 겹친다.

[그림 Ⅱ-1] 교육적 맥락에서 소문화와 기타 문화의 복
잡한 상호작용(Atkinson, 2004)

  코너(Connor, 2008: 308)에 의하면 홀리데이(Holliday, 1994)에서 제시된 교육
적 상황에서의 문화 모형은 문화 간 수사학에 의의 있는 도구를 제공했고 교실
에서 많은 문화가 서로 겹치고 제2언어 쓰기를 연구하거나 가르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문화 간 수사학에서 쓰기의 국가적, 문화적 특징만으로는 
한계를 지니고 국가적, 문화적 규범과 서로 겹치고 쓰기 과정과 결과물과 관련
될 수 있는 기타 사회적, 교육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홀리데이(Hol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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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의 모형은 문화의 복잡성과 쓰기와 의사소통 상황에서 서로 관련된 문화
를 고려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문화 간 수사학은 대문화를 인정하면서 소문화도 중요시하며 개인적 변이를 
인정하면서 문화 간 상호작용에서 협상에 초점을 둔다(Connor, 2011: 34). 코너
(Connor, 2011: 34)에서는 문화 간 수사학 연구를 할 때 문화에 대한 예전 관점
과 새로운 관점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대문화와 소문
화에 내재하는 안정성을 인정해야 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문화의 특성은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스스로 변해 갈 뿐만 아니라 기타 문화(대문화와 소문화)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를 가속화하기도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하였다.  
  기존 문화 간 수사학 연구에서는 주로 글쓰기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학습자
를 대상으로 작문 학습 경험, 쓰기 경험, 학습자의 글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곤 
하였다. 이런 자료는 텍스트에 나타나는 현상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작문 학습 경험과 쓰기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고 학습자들이 글
을 쓸 때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는지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향후에 
학습자가 글을 쓸 때의 사고 과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너(Connor, 2001: 76)에서 밝혔듯이 문화 간 수사학은 이론과 방법론 면에
서 계속 새로운 영향을 환영한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이론을 수용하여 연구에 
적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코너(Connor, 2011)에서는 어느 한 가지 분석방법보
다 위에서 다룬 방법들을 결합하여 연구를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3) 문화 간 수사학의 교육적 적용
  
  문화 간 수사학의 교육적 적용에 대해 마츠다(Matsuda, 1997)에서는 제2언어 
쓰기의 고정적 모형을 비판하고 제2언어 쓰기의 역동적 모형을 제시하여 이에 
따라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한 바 있다. 마츠다(Matsuda, 1997: 58)에 의하면 학
습자는 실제적 경험을 통해 쓰기 맥락과의 협상을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진실
한 담화공동체에서 진실한 독자를 설정하고 진실한 맥락에서 쓰기를 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이를테면, 어떤 반에서 어느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의 에세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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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는 글을 쓰게 하고 모든 사람과 공유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에세이에 대해 잠재적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
고 교사는 쓰기에서 맥락 의식의 중요성, 그리고 필자와 독자의 배경의 교착점
에 나타나는 협상을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맥락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 제2언어 학습 환경에서는 진실한 담화공동체와 독자들이 존재
하므로 이런 접근법은 특히 제2언어 학습 환경에 적합하다(Connor, 2011: 67).  
  그리고 카사나베(Casanave, 2004: 46-52)에서는 L1과 L2 텍스트의 차이, 학습
자의 작문 교육 배경, 독자 기대에 대한 탐색적 교육 접근(investigative peda-
gogical approach)을 제안하였다. 이 접근법은 실제적 쓰기보다는 의식 구축
(awareness building)과 관련된다. 첫 번째는 학습자로 하여금 L1과 L2 텍스트의 
차이를 비교/대조하게 하는 것으로 단락 혹은 전체 텍스트를 비교/대조함으로
써 L1과 L2 텍스트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은 토론이
나 인터뷰를 통해 할 수 있고 L1과 L2 텍스트에 대한 간단하거나 복잡한 분석
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학습자가 받은 작문 교육인데 L1과 
L2 작문 교육이 모두 포함된다. 학습자들이 어떤 작문 교육을 받았느냐에 관한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좋은 글이 무엇이냐와 같은 질
문은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L1과 L2 텍스트의 독자의 기대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학습자들이 독자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교사가 질문을 던지는 방
법으로 학습자를 인도할 수 있다. 
  카사나베(Casanave, 2004)에서 제안한 교육적 접근법은 문화 간 수사학의 전
제인 맥락과 텍스트의 중요성,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의 상호작용이 영어의 
특정 장르 쓰기 규범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오는 것이 내포되었다(Connor, 
2011: 66). 
  한편으로 구보타와 레너(Kubota & Lehner, 2004)에서는 동화적 교수에서 반
패권주의적 교수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하였다. 구보타와 레너(Kubota & Lehner, 
2004)에 의하면 교사보다 학습자가 중심이고 학습자로 하여금 모국어 쓰기 방
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런 인식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제2언어 쓰기에 반영하
는지를 사고하거나 토론하거나 쓰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모국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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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언어 쓰기에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체계적이고 도움이 됨을 인식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작문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게 할 수도 있다. 목표어의 쓰기 관습에 따라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패권주의로 이해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鞠玉梅(2016: 8)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2언어 글쓰기에서 목표어의 언어와 문화 관습에 존중하고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목표어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사적 관습으로 글을 써야 
상응의 수사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목표어 글쓰기 관습에 따라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은 패권주의로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모국어와 목표어 글
쓰기의 차이를 인식하게 하며 모국어와 목표어 글쓰기의 우열 혹은 패권주의보
다 목표어 글쓰기 관습에 따라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 
  위의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화 간 수사학의 교육적 적용은 주로 L1과 
L2 텍스트 차이에 대한 인식, L1과 L2 쓰기 방법이나 학습 경험의 차이, 독자 
기대가 있다. 실제로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 것이지만 L1과 L2 
텍스트 차이나 쓰기 방법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2언어 글쓰기 교육에서 '인식'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데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인식'만으로는 제2언어 글쓰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결국은 
쓰기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향후에 쓰기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적용 방법을 
탐색해야 한다.

2. 개입과 논증적 글쓰기의 관계

1) 개입의 개념

  개입(engagement)31)은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의 평가어 이론
31) 'engagement'에 대한 번역은 이창수(2009), 마승혜(2011), 신진원(2014), 이주리애(2011, 

2015), 김병건(2016ㄱ, ㄴ)에서는 모두 '개입'으로 번역하였고 박미준(2015)에서는 '참여'로 
번역하였으며 김해연(2016)에서는 '관여'로 번역하였고 이슬비(2016)에서는 '독자 관여'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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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위 범주이다. 평가어 이론은 학습 부진 학생의 글쓰기와 문식성 향상 프로
젝트(the Disadvantaged Schools Program's Write Right Literacy Project)의 일환으
로 시작되어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양성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김해연, 
2016: 172). 평가어 이론은 체계기능언어학의 상호작용적 기능을 발전시키는 것
으로서 태도, 개입, 강도가 포함된다(Martin & White, 2005). 태도는 사물, 사람, 
행동, 사건, 상황에 대한 필자 또는 화자의 생각이나 평가를 나타내는 언어 자원
이고 개입은 기술된 입장에 대한 필자의 위치를 보여 주는 언어 자원이며 강도
는 태도나 개입의 강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언어 자원이다. 
  개입은 기술된 입장에 대한 저자의 위치를 보여 주는 언어 자원으로서 텍스
트를 위한 다성적 배경을 구축하기 위해 선행 발화, 가능한 대안적 관점, 필자가 
기대하는 담화가 모두 혼재된다(Martin & White, 2005). 선행 발화는 논증적 텍
스트에서 보고서의 내용과 전문가 의견의 인용과 관련되는 것이다. 가능한 대
안적 관점은 예상 독자의 가능한 반대 입장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는 툴민
(Toulmin, 2003, 謝小慶·王麗 역, 2016)과 윌리엄스와 콜럼(Williams & colomb, 
2007, 윤영삼 역, 2008)의 논증구조의 필수적 요소이다. 그리고 스웨인(Swain, 
2010: 295)에 의하면 학문 목적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완곡 표현(hedges)은 개입
의 하위 범주인 판단유보(-(으)ㄹ 것이다, -(으)ㄹ 수도 있다 등)에 해당되는 것
이다. 그리고 예상 반론을 고려한 논증을 할 때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한 참고·
비교·대조가 필요한데 서로 다른 주장을 비교·대조할 때 반대 자원(그러나, 
그런데)과 관련되며 서로 다른 주장을 참고할 때 객체화 자원을 사용해야 한
다.32) 이처럼 개입은 논증적 텍스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호(Ho, 2011: 
4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입은 논증적 글쓰기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개입은 
필자 자신의 목소리와 타자의 의견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필자는 자신의 목소리

역하였다. 중국 학계에서 潘小珏(2008), 向平·肖德法(2009), 陳曉燕·王彥(2010), 孟勐·李

雪(2010), 王繼美·李長忠(2010), 王振華·路洋(2010), 袁傳有·胡錦芬(2011), 岳穎(2011), 李
長忠·眭丹娟(2012), 劉丹(2013), 付瑤(2014), 梁海英(2014)에서는 모두 '介入(개입)'으로 번
역하였다. 이를 통해 대부분 연구자는 '개입'으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개입'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였다. 

32) '개입'이 구체적으로 논증적 텍스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다음 절 '개입의 유
형'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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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타자의 의견의 조율을 통해 독자와 상호작용하고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다. 
이를테면, 어떤 문제에 대한 찬반 논의에서 필자는 자신의 입장을 포함한 다양
한 입장을 텍스트에 도입하고 서로 다양한 입장들을 조율하여 예상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필자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다. 이숙희(Lee, 2006)와 리우
(Liu, 2015)에 의하면 능숙한 필자들은 다성적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다성적 목소리 간의 결합 사용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단성적 목
소리도 사용하지만 보통 다성적 목소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 사용한다(Lee, 
2006). 
  개입의 전통으로는 모든 의사소통이 '대화적'이라고 보는 바흐친(Bakhtin)과 
보로시노브(Voloshinov)이다(Martin & White, 2005: 92). 즉 개입은 필자와 잠재
적 독자와의 대화와 의사소통을 강조한다. 개입은 텍스트 속 저자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의 관계를 살피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면서 저자의 입장, 정체성 등
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김병건, 2016ㄱ: 34). 특히 특정 장르를 대상으로 문
화 간 기술방식 비교 혹은 영어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의 서술 방식 비교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신진원, 2014: 32). 그리고 개입은 어휘나 표현을 통해 이루
어지지만 문법적 표현보다 맥락에서의 의미와 수사적 효과를 지향한다(Martin 
& White, 2005: 94). 즉 개입을 이루는 표현보다 실제로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
용에서 어떤 수사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王振華·路洋(2010: 
52)에 의하면 '개입'은 언어학에서 '태도'의 개입을 가리키는데 언어로 태도를 
표현할 때 직설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타인의 관점이나 입장을 인용
하여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직설적인 입장 표명과 간접
적인 입장 표명은 개입의 두 가지 요소가 되는데 전자는 단성적 목소리
(monogloss)이고 후자는 다성적 목소리(heterogloss)33)이다. 
33) 'monogloss'와 'heterogloss'에 대해 마승혜(2011), 김병건(2016ㄱ)에서는 발음대로 각각 '모노

글로스'와 '헤테로글로스'로 음역(音譯)하였고 이주리애(2015)에서는 각각 타인 의견 차단과 
타인 의견 제시로 번역하였으며 이슬비(2016)에서는 각각 단일 목소리와 다성적 목소리로 번
역하였다. 중국 학계에서 孟勐·李雪(2010), 王繼美·李長忠(2010), 王振華·路洋(2010), 李
長忠·眭丹娟(2012), 劉丹(2013), 付瑤(2014)에서는 각각 '自言(자언, 자신의 말)'과 '借言(타
인에게서 빌린 말, 타인의 말)'으로 번역하였으며 潘小珏(2008), 劉世生·劉立華(2010), 袁傳

有·胡錦芬(2011), 岳穎(2011)에서는 각각 '單聲(性)'(단성적 목소리)과 '多聲(性)'(다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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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입의 유형34)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 99)에서 개입은 타자의 언급을 고려하
느냐 여부에 따라 단성적 목소리와 다성적 목소리로 나뉘는데 단성적 목소리는 
기타 목소리와 관점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며 다성적 목소리는 기타 목소리와 
관점을 언급하여 대화적 대안을 허용하는 것이다. 단성적 목소리는 타인의 의
견을 차단하는 것이며 화자/필자 자신의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라면 다성적 목
소리는 자신의 의견이 아닌 타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단성적 목소리는 
전적으로 자신의 말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고 다성적 목소리는 타인의 말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한다. 그리고 다성적 목소리의 명제에 담겨 있는 잠재적인 
'목소리'도 포함된다(王振華·路洋, 2010: 52).

(1) 단성적 목소리 
  
  단성적 목소리는 명백히 타자의 목소리를 언급하지 않거나 대안적 위치를 인
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성적 목소리와 구별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의사소통 맥락에서 화자/저자는 제시된 명제를 인정하거나 개입할 대화적 대안
이 없는 것으로 표현하여 대화성이 약하고 절대적 선포(declared categorically)가 
된다.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 100-102)에 의하면 명제가 당연시
한 것으로 표현되느냐 현재 토론하고 있거나 토론할 것으로 표현되느냐에 따라 
가정(presupposition)과 단언으로 나누어진다. 가정은 더 이상 이슈가 아니고 이
어진 대화에서 토론할 것이 아닌 정해진 기정사실로 볼 수 있다. 단언은 현재 

목소리)으로 번역하였다. 이숙희(Lee, 2006: 91)와 마틴과 로스(Martin & Rose, 2007: 49)에서
는 'monogloss'를 'single voice', 'heterogloss'를 'multiple voices'라고 하였다. 즉 'monogloss'는 '단
성적 목소리'이고 'heterogloss'는 '다중 목소리'이다. 종합해서 본다면, 'monogloss'는 타인 의견
을 차단하기 때문에 화자/필자 자신의 의견을 가리키고 'heterogloss'는 타인의 의견을 제시하
는 것을 고려하면 단성적 목소리와 다성적 목소리로 번역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즉 
monogloss'는 오직 화자/필자 자신의 '단성적' 목소리이며 'heterogloss'는 외부의 많은 사람의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다성적' 목소리이다.

34) 이 부분은 주로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에 의해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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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에서 토론하고 논증하고 있는 초점이다. 단언을 하고 나서 근거를 들어 
이에 대한 논증이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달리 이숙희(Lee, 2006: 170)
에서는 단성적 목소리는 가정(presupposition/assumption), 단순 사실(simple 
fact/event), 단언(assert)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단순 사실은 현실 세계의 사건에 
대한 진술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며 단언은 필자의 목소리와 판단에 기반을 두
는 진술로 입증이 불가능하다(Lee, 2006: 170). 가정은 일반적이거나 합의된 상
식 혹은 공유된 신념이나 관점으로 상호텍스트적 가정(inter-textual pre-
supposition)과 근거 기반 가정(intra-textual presupposition)으로 나누어지는데 상
호텍스트적 가정은 어딘가에 말하게 되었거나 쓰인 것으로 필자와 독자 간에 
공유한 것이며 근거 기반 가정은 텍스트에 나타난 것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Lee, 2006: 171-172). 그리고 호(Ho, 2011: 86)에서는 단성적 목소리를 상호텍
스트적 가정(inter-textual)과 근거 기반 가정(intra-textual), 그리고 내러티브로 
분류하였다. 호(Ho, 2011: 86-88)에 의하면 근거 기반 가정(intra-textual)은 텍스
트의 어딘가에 이미 제시된 근거의 지지를 받는 가정이며 상호텍스트적 가정
(inter-textual)은 아무 근거의 지지를 받지 않는 진술(statement)이나 텍스트 내
에 근거가 없지만 저자가 독자와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일반 지식이나 신념/관
점의 지지를 받는 가정이다. 근거 기반 가정과 상호텍스트적 가정의 가장 중요
한 차이는 논의가 되고 있는 주장(claim)이 텍스트 내부 혹은 외부에서 지지를 
받느냐이다. 내러티브는 저자가 내러티브를 통하여 논증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호(Ho, 2011)에서 제시한 상호텍스트적 가정은 근거 없는 단언
도 포함되어 있기에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에서 제시한 가정을 
포함하고 더 큰 범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근거가 없는 단언과 독자와의 공
유지식으로 보는 것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호(Ho, 2011)에서 언급한 상호텍스
트적 가정은 필자 개인의 단언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숙희(Lee, 2006)에서는 필
자 개인의 단언을 따로 범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숙희(Lee, 2006)처
럼 필자 개인의 단언을 상호텍스트적 가정과 분리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상호텍스트적 가정은 독자와의 공유 지식이기 때문에 독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필자 개인의 단언은 근거가 없고 단지 필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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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각이기에 독자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거 기반 가정은 텍
스트에 이미 제시된 근거의 지지를 받는 것이며 단언은 현재 토론하거나 논증
하고 있는 초점으로서 후속 논증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근거 기
반 가정과 단언은 모두 텍스트 내에 근거가 있는 공통점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 둘을 묶어서 하나의 범주, 즉 텍스트 내에 근거 있는 가정으로 설정하는 것
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 기반 가정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
였다. 따라서 단성적 목소리는 상호텍스트적 가정(inter-textual presupposition)
(독자와의 공유 지식)과 근거 기반 가정(intra-textual presupposition)(텍스트 내
에 근거가 있는 것), 그리고 내러티브와 개인적 단언(아무 근거도 없는 것)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 이뿐만 아니다. (중략) 지난 7월엔 감사원이 한국서부발전・대한석탄공사・
디자인진흥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상호텍스트적 가정) (맹강, 2017ㄱ: 

86)(밑줄은 필자)

  예⒜는 상호텍스트적 가정의 예인데 제시된 내용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 버
렸고 뉴스를 보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맹강(2017ㄴ)에 의하면 신
문 사설35)에서 상호텍스트적 가정은 주로 배경 제시와 근거 제시의 역할을 한
다. 즉 서론에서 화제나 주장 도입을 위한 배경을 제시하거나 주장을 뒷받침하
기 위한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맹강(2017ㄴ)에서는 위와 같은 상호텍스트적 
가정을 객관 사실과 공유 지식으로 나누었는데 객관 사실은 예⒜처럼 객관적으
로 존재하고 모든 사람이 부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공유 지식은 객관적 사실로 
보기가 어렵겠지만 많은 사람이 인정할 수 있고 독자와의 공유 지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래 예⒝는 그것이다.
35) 신문 사설은 본 연구에서 살펴보려는 논증적 글쓰기와 완전히 같은 장르라 할 수는 없지만 

코너(Connor, 1996: 143-144)에 의하면 신문 사설은 설득적 글의 가장 좋은 예로서 설득적 글
쓰기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신문 사설은 논증적 글쓰기의 보편적 장르 중의 하나라 
할 수 있고 일종의 관습성을 띠고 있고 논증의 요소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교육적 활용도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맹강(2017ㄱ, ㄴ)의 연구결과를 참고할 만하다고 판단되었다. 
참고로 한국에서 신문 사설은 교육 현장에서 토의 토론이나 작문 혹은 논술 지도의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민병곤, 2000: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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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게 세계적 추세다.(상호텍스트적 가정_공유 지

식) 이참에 로스쿨처럼 교사 육성・임용을 함께 책임지는 교사 양성 시스템

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공표) (맹강, 2017ㄴ: 130)

  예⒝는 모든 사람이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로 보는 데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지만 이 분야를 아는 사람이라면 대충 인정할 수 있는 공유 지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예⒞는 근거 기반 가정의 예이다.

⒞ 공무원 연금을 일부 개혁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퇴직 공무원의 연금 혜택은 

일반 국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후하다.(근거 기반 가정) 공무원과 민간 직

장인이 2016년부터 각각 월 300만원 고정소득으로 30년간 연금에 가입했다

고 가정할 경우 연금수령액은 공무원이 208만원, 국민연금 가입자는 80만원

이다. (맹강, 2017ㄱ: 87)

  예⒞에서 밑줄 친 부분은 근거 기반 가정인데 현재 텍스트에서 논증하고 있
는 이슈이다. 그 뒤의 내용은 이를 지지하기 위한 근거로 볼 수 있다. 

⒟ 저는 조기 외국어 학습을 받았습니다. 다섯 살 때부터 영어유치원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받았고, 열 살 때부터는 스페인어 과외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 덕

에 유리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영어를 어린 나이에 접했던 터라 청소년

기 시절 다른 학생들에 비해 수월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후략) 

(내러티브) (KNS15KW)

⒠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지나치게 중시하면 무조건 자기 국가의 국어를 홀시한

다.(개인적 단언) (CKL57KW)

  예⒟에서 KNS15는 자신의 외국어 학습 경험을 제시하여 조기 외국어 학습에 
찬성하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였다. 예⒠에서는 CKL57의 개
인적 단언으로 텍스트에서 근거의 지지를 받지 않고 또 대부분 사람이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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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어려운 것이다.

(2) 다성적 목소리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 102)에 따르면 다성적 목소리는 대화적 
대안의 위치와 목소리를 허용하는 대화적 공간 확대와 대화적 대안의 위치와 
목소리를 도전하거나 피하거나 한정하는 대화적 공간 축소로 분류된다. 대화적 
공간 확대와 대화적 공간 축소는 모두 간접 화법을 통하여 발화(utterance)와 관
점이 외부적 목소리임을 언급한다. 대화적 공간 축소는 특정한 표현을 통하여 
명제가 '진(真)'임을 표현하여 외부 목소리와 결속을 이루어 진실하거나 잠재적 
반대 위치를 반대하거나 적어도 피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화적 대안의 
공간을 닫게 된다. 반면에 대화적 공간 확대는 텍스트의 목소리가 제시된 명제
와 거리를 유지하고 확신한 것이 아니라면 의심할 여지가 있음을 표시한다. 이
렇게 함으로써 대안의 위치에 대화적 공간을 열어 준다. 명제를 승인(endorse)
하느냐, 저자의 목소리와 명제의 거리를 유지하느냐가 대화적 축소와 대화적 
확대의 본질적 차이이다. 대화적 공간 확대는 다시 판단유보(entertain)와 객체
화(attribution)로 나누어지고 객체화는 다시 인정(acknowledge)과 거리(distance)
로 나뉠 수 있다. 대화적 공간 축소는 부인(disclaim)과 선언(proclaim)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인은 다시 부정(deny)과 반대(counter)로 나누고 선언은 다시 동조
(concur), 승인(endorsement), 공표(pronounce)로 나눌 수 있다. 다음에 다성적 
목소리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자.

① 대화적 공간 확대

가. 판단유보
  
  판단유보는 저자의 목소리가 많은 가능성 중의 하나임을 나타내어 그 가능한 
위치에 대화적 공간을 열어 주는 것이다. 판단유보를 표시하는 언어 자원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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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 105)에서는 가능성 평가를 나타내는 법조
동사(modal), 개인 관점(opinion) 표현, 근거 있는 가정(evidence/appear-
ance-based postulation), 수사적(설명적) 질문(rhetorical/expository question)을 뽑
았는데 한국어에도 대응되는 표현이 있을 것이다. 김병건(2016ㄱ: 48)은 '가능
성'을 표시하는 표현으로 다음 표<Ⅱ-1>과 같이 '-을 수 있다', '-을 것으로 보이
다'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인 관점을 표시하는 표현으로는 '-라고/다고 생
각하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등과 같은 것이 있다. 근거 있는 가정은 
명제가 화자/저자의 추론 혹은 추측을 통하여 얻어진 결론으로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주관적인 것이다. 명제를 추측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많은 가
능한 대안 중의 하나로 표시함으로써 이런 대안에 대화적 공간을 열어 주기 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추측은 화자/저자가 일정한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근거 있는 가정도 궁극적으로 가능성 표현을 통해 이루기 때
문에 가능성 평가로 묶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 110)에서 수사적 질문은 구체적 대답을 가정하지 않고 일부 명제
의 가능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수사적(설명적) 질문은 독자
의 흥미를 유발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판단을 유
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어의 개입을 다루는 신진원(2014), 이
주리애(2015), 김병건(2016ㄱ)에서도 수사적(설명적) 질문을 다루지 않았다. 

가능성 높음<<---------------------------------------->>가능성 낮음
-는 전망이

지배적(확정적)이다
-는 분위기다 -는 미지수다

-을 가능성이 높다

-을 공산이 크다

-을 확률이 높아지다

-을 것으로 관측되다

-을 것으로 예상되다

-을 것으로 전망되다

-을 것으로 보이다

-을 수도 있다

-을 만하다

-을 것으로 추정되다

<표 Ⅱ-1> 발생 가능성의 정도에 따른 표현 분류(김병건, 2016ㄱ: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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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유보는 위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 명제를 화자/저자의 개인적 주관성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텍스트에 다성적 배경을 구축해 준다. 이렇게 하
여 저자는 현재의 의사소통 맥락에서 이 명제는 많은 가능한 명제 중의 하나임
을 인정한다. 이런 표현은 단언을 피하고 명제를 논쟁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저
자의 관점과 다른 사람도 있음을 인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 국내 관광지의 인파와 전국 도로의 차량 행렬만 보면 긴 연휴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작지 않을 것 같다.(가능성 평가_배경 제시) 오래 쉰 덕분에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면서 느끼는 여유와 즐거움, 이로 인한 생산성 향상도 긍정

적인 효과로 기대된다.(가능성 평가_배경 제시) 하지만 해외로 나간 여행객을 

고려하면 내수 효과는 그만큼 반감됐을 것이고 관광수지 적자 폭은 더 켜졌

을 게 분명하다.(반대) (맹강, 2017ㄴ: 135)

⒡ 실제로 인사담당 직원이 사장의 지시를 알아서 이행하거나 양해하면 이를 지

시한 사장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반대)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노골적인 채용 지시 대신 '결과만 알려 달라' '잘 챙겨보라'는 암묵적인 청탁

이나 은밀한 지시가 더 많을 수도 있다.(가능성 평가_근거 제시) (맹강, 2017

ㄱ: 135)

  
  예⒠와 ⒡는 가능성 평가의 예인데 ⒠에서 가능성 평가는 이어서 나온 필자
의 주장을 위한 배경을 제시하는 것이며 예⒡에서 가능성 평가는 앞의 필자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맹강(2017ㄴ: 134)에 의하면 한국어 
논증적 텍스트(신문 사설)에서 가능성 평가는 주로 주장하기와 근거 제시의 기
능을 수행하며 이외에 배경 제시와 평가하기의 역할도 한다. 아래는 개인 관점
의 예이다.

⒢ 그런데 조기 외국어 교육은 진정 바람직한가? 필자는 조기 외국어 교육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개인 관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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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20KW)

  예⒢에서 밑줄 친 부분은 개인 관점이다. KNS20은 '-다고 생각하다'로 명제
를 개인의 관점으로 표현하여 보다 부드럽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였다. 맹강
(2017ㄱ: 100, 2017ㄴ: 134)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의 신문 사설에는 개인 관점을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으)ㄹ 것이다', '-(으)ㄹ 수 있다' 등과 같은 가능성 표현은 문법론에서 양
태 범주에서 다루어지기도 한다.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 105)에 
따르면 양태 범주에서 가능성 평가 표현은 어떤 명제에 대해 '진리 가치에 관한 
담보(commitment)가 부족하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나 평가어 이론에서 이러
한 '정보의 신뢰성'은 초점이 아니라 대화적인 관점에서 표현된 명제가 단지 여
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이며 다른 가능한 대안도 존재함을 인정하여 대화적 
공간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둔다.  

나. 객체화(attribution)
  
  객체화는 명제를 텍스트 내부의 저자 목소리와 분리하고 외부 자원에 귀속시
키는 언어 자원이다(Martin & White, 2005). 객체화는 전달하는 명제가 외부의 
목소리를 참조했음을 표시하는 '-며/면서', '-고'와 같은 연결어미와 '말하다', '
밝히다', '전하다/전해지다' 등과 같은 전달동사로 표현된다. 객체화와 판단유보
는 모두 심리를 표현하는 동사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판단유보는 저자 자신의 
목소리를 자원으로 하고 객체화는 외부의 목소리를 자원으로 한다. 즉 객체화
는 저자가 개입하지 않고 외부의 자원을 나열하기만 한다. 마틴과 화이트
(Martin ＆ White, 2005)에 의하면 객체화는 다시 인정(acknowledge)과 거리
(distance)로 나눌 수 있다. 

㉮ 인정
  인정은 외부의 목소리에 대한 저자의 태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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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 & White, 2005). 인정을 통하여 명제를 외부의 목소리와 연결하고 저자
의 목소리가 외부의 목소리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다성적 배경이 형성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명제가 전달하는 관점을 명시적인 주관성으로 귀속시켜 명제
가 개인적인 것으로서 단지 많은 가능한 대화적 대안 중의 하나임을 나타낸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정은 대화를 기대하고 이어진 대화에서 다른 관점을 갖
는 사람에게 공간을 열어 준다. 

⒣ 공무원의 연간 근로시간은 2178시간으로 민간 기업 관리・사무직의 2246시

간보다 짧은데 공무원 평균 연봉은 6257만원으로 기업의 5489만원보다 더 많

은 것으로 조사됐다.(인정) (맹강, 2017ㄴ: 136)

  예⒣에서의 인정은 서론에 나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여 이어진 논증
을 위한 배경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맹강(2017ㄴ: 136)에 의하면 인정은 서
론이나 본론에 나와 배경 제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거리
  거리는 명시적으로 저자의 목소리와 귀속(attributed) 자료를 분리시킨다
(Martin & White, 2005). 인정에 비하여 거리는 저자의 목소리가 명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을 명확히 표시하여 최대한도로 대화적 대안의 공간을 열어 준
다. 즉 저자는 단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전달할 뿐이고 독자는 이러한 귀속 자
료가 믿을 만한지를 식별할 것이다. 논증적 글에서 저자는 귀속 자료로 글의 핵
심 가치 포지셔닝을 표현하지 않으며 저자는 절대적 용어로 핵심 내용을 공표
하는데 가장 전형적인 것은 외부의 목소리로 논증을 지지하는 것이다(Martin & 
White, 2005: 116). 
  인정은 명제에 대한 저자의 입장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열려 있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저자가 텍스트에 제시된 명제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
지 않거나 중립적이거나 무관심함을 표시한다. 그러나 거리는 분명히 저자의 
목소리를 외부의 목소리에서 분리시키는 데 인정과 다르다. 아래의 예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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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보자. 

⒤ 조 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교육공약인 '1수업 2교사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청와대에 촉구해 더 많은 교원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말했다.(거리) 그러나 기존 교사들이 호응하지 않는 '1수업 2교사' 제도가 

근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반대) (맹강, 2017ㄴ: 137)

  예⒤에서 밑줄 친 부분은 거리인데 이어진 반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필자는 
밑줄 친 부분의 입장과 분명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이는 예⒣와 다르다. 
예⒣에서는 필자가 인정으로 표현된 명제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하고 분명한 거
리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맹강(2017ㄴ: 137)에 의하면 논증적 텍스트에서 
거리는 보통 필자와 다른 입장을 언급할 때 사용된다. 

② 대화적 공간 축소

가. 부인
  
  부인은 일부 대화적 대안이 직접적으로 거절되거나 대체되거나 적용되지 않
는 것으로 표현된다(Martin & White, 2005). 부인은 다시 부정(deny)과 반대
(counter)로 나누어진다.  

㉮ 부정
  부정은 가능한 대화적 대안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Martin & White, 
2005). 대화의 시각에서 본다면 부정은 가능한 긍정적 주장을 대화에 도입하고 
그런 주장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거부한다. 대화적 용어에서 부정은 단순
히 긍정의 논리적 대립이 아니다. 부정은 항상 긍정을 불러오지만 긍정은 꼭 부
정을 불러오지 않기 때문이다. 부정은 반대와 수정으로 나뉠 수 있다. 반대는 
예상 독자의 기대와 다른 것이다. 수정은 수신자에 비해 발신자가 어떤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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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더 많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 수신자의 오해나 틀린 개념을 수정해 주는 
것으로서 수정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여 발신자가 수신
자의 지식 수준을 감안했음을 표시하여 결속성을 향상시킨다. 부정은 일반적으
로 '아니다', '-지 못하다', '-지 않다', '없다', '못', '안' 등을 통하여 나타난다. 

⒥ 뉴스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언론사가 아니라는 게 책임 회피의 이유다.(거리) 

그러나 네이버는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단순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라(부

정) 자체 뉴스편집 서비스를 하고 있다.(반대) (맹강, 2017ㄴ: 138-139)

  예⒥에서 부정으로 표현된 명제는 '네이버는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단순 
유통시키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음을 가정하고 또 이런 주장을 텍스트에 도
입하여 그것을 부정한 것이다. 맹강(2017ㄴ: 138)에 의하면 부정은 주로 예상 
반론을 언급하고 부정하는 데 사용되며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반박하여 설득력
을 높일 수 있다. 

㉯ 반대
  반대는 기대되었던 것과 달리 기대되었던 명제가 텍스트에 제시된 명제에 의
하여 대체되는 언어 자원이다(Martin & White, 2005). 반대는 부정과 같이 대립
된 위치를 도입하고 부정한다. 반대는 보통 역접의 의미를 표시하는 '그렇지만', 
'그러나', '하지만'과 같은 접속부사나 '-(으)나', '-지만'과 같은 연결어미를 통하
여 이루어진다. 

⒦ 뉴스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언론사가 아니라는 게 책임 회피의 이유다.(거리) 

그러나 네이버는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를 단순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체 

뉴스편집 서비스를 하고 있다.(반대_주장 제시) (맹강, 2017ㄴ: 141)

⒧ 저출산으로 학령(學齡)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상호텍스트적 가정_객관 사

실) 교육 당국은 사범대・교대 구조조정을 소홀히 했다.(반대_문제 지적) (맹

강, 2017ㄴ: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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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서 거리로 상대방의 입장을 제시하고 반대로 필자의 주장을 제시함으
로써 상대 주장을 반박하였다. 예⒧에서는 상호텍스트적 가정을 일반적인 배경
을 제시하고 이어서 반대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맹강
(2017ㄴ: 139-141)에서는 반대는 주로 상대 주장을 반박하여 필자 주장을 제시
하는 기능과 어떤 문제에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혔
다. 

나. 선언
  
  선언은 대립적 위치를 직접 거절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저자의 삽입, 강조 
혹은 간섭으로 가능한 대화적 대안을 배제한다(Martin & White, 2005: 
117-118). 선언은 다시 동조(concur), 승인(endorsement), 공표(pronounce)로 나
누어진다. 

㉮ 동조
  동조는 발신자가 예상 수신자와 같은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고함
을 표시하는 언어자원이다(Martin & White, 2005). 동조는 '물론', '(물론) -기는 
하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동조 표현은 화자/필자와 텍
스트의 독자와 '대화하고 있음'을 표현하여 대화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표현은 공유되는 가치 혹은 신념을 널리 알려져 있거나 적어도 현재의 의사소
통 맥락에서는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것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대화적 축소이
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동조는 가끔 반대의 선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조는 양보(concession)로 볼 수 있겠다. 양보 앞의 논증 근거는 포기되
고 이러한 근거는 이어진 동조 이동마디(move)에 의하여 대체된다. 이런 동조
는 꺼리거나 유감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앞에서 제시한 동조와 좀 다르다. 전자
는 단언적 동조(affirming concurrence)라고 하며 후자는 양보적 동조(conc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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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urrence)라고 한다. 양보 동조는 양보+반대로 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
자는 예상 독자가 자신의 논증을 어느 정도 반대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어떤 맥
락에서 저자가 결속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저자가 독자의 기대와 다
르다. 

⒨ 물론 극히 일부 교사의 일탈로 인해 40만 교원의 명예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동조) 그렇지만 어물쩍 넘길 일도 아니다.(반대) (맹강, 2017ㄴ: 143)

  예⒨에서 필자는 '일부 교사의 일탈로 인해 40만 교원의 명예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잠재적 독자가 있음을 가정하여 이런 입장을 제시한 것
이다. 다소 유감스럽겠지만 이어서 반대와 부정으로 '그렇지만 어물쩍 넘길 일
도 아니다'로 필자의 반박을 제시하였다. 
  동조를 이루는 표현은 문법론에서 보통 '양보 표현'으로 다루어진다. 앞서 밝
힌 바와 같이 동조는 대화적 관점에서 필자가 독자와 같은 공유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여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양보 표현'
과 다르다. 

㉯ 승인
  승인은 명제가 외부의 목소리에 기반을 두고 화자/저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정확하고 믿을 만하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된다(Martin & White, 2005). 김병
건(2016ㄱ: 44-45)에 의하면 승인은 전형적으로 'X에 따르면', 'X을/를 보면', 'X
에/에서 (보듯이)', '(X의) 조사/확인/감사/…결과' 등과 같이 명제가 신뢰할 만
한 출처에서 나왔음을 표시하는 표현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나타나다', '드러나
다', '조사되다', '밝혀지다', '확인되다' 등과 같이 출처가 신뢰할 만하거나 사실
에 입각한 것을 담보하는 표현으로도 나타난다. 이런 표현들은 'X에 따르면'과 
같이 쓰면 보다 더 높은 신뢰성을 표시할 수 있다. 
  승인은 객체화와 같이 모두 간접 화법을 통하여 명제를 표현한다. 그러나 객
체화는 간접 화법을 통하여 명제를 개인적 관점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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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객체화는 간접 화법을 통해 명제를 텍스트 내 
목소리(저자의 목소리)에서 명확히 분리하지만 승인은 명제와 저자를 분리하지 
않고 저자의 목소리가 명제에 책임지거나 적어도 인용된 자원과 같이 책임을 
진다. 승인은 명제와 개인의 주관성(저자 목소리의 주관성)과 결합시키고 명제
의 가능한 대안에 다성적 배경을 이루는 동시에 이어진 대화에서 화자/저자가 
명제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이런 가능한 대안을 배제하게 된다. 따라
서 승인은 대화적 축소이다. 이런 대화적 축소를 통하여 독자를 텍스트의 가치 
포지셔닝에 도입하고 독자와의 결속을 이룬다.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에 의하면 승인도 객체화와 같이 출처를 구체 자원, 일반 상식, 전문(傳聞)
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맹강(2017ㄴ: 14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승인은 논
증적 글에서 주로 근거로 활용되는데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의 
분류는 중·한 논증적 글의 근거 유형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맹강(2017ㄴ: 127)에서는 승인을 객관 자료와 고전(古典)으로 나누었는데 
객관 자료는 연구결과, 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말하고 고전은 속담, 시구, 고전 
명구 등을 포함하며 객관 자료와 고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모두 기타로 묶
었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증적 텍스트에 
반영된 승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맹강(2017ㄴ)의 분류를 채택하기로 하였
다. 아래는 승인의 예이다.

⒩ 특히 한국인 '나 홀로 사장님'이 유난히 많다.(근거 기반 가정)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 자영업자는 398만 2000명으로 OECD 회원국

을 비롯한 주요 38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다.(승인_객관 자료) (맹강, 

2017ㄴ: 144)

  예⒩에서 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자료를 인용하여 앞에 제시된 한국인 
창업자가 많다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맹강(2017ㄴ: 145)에서 승인은 주로 논증
적 텍스트에서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 83 -

㉢ 공표
  공표는 저자의 명시적인 강조, 개입이다(Martin & White, 2005: 127). 화자/저
자는 명제에 대한 승낙을 통하여 명제의 가치 혹은 신뢰성을 단언한다. 화자/저
자가 이렇게 단언한다면 이런 단언에 대한 의심이나 반대, 그리고 도전이 있음
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표 표현들이 현재 의사소통 맥락의 다성적 
배경을 인정할 때 저자의 목소리가 이런 다성적 배경을 반대하고 도전적이고 
어떤 구체적 대화적 대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공표는 현재의 의사소
통 맥락에서 대립적 관점의 존재를 인정하므로 대화적인 것이며 어떤 구체적 
대화적 대안을 도전하거나 반대하기 때문에 대화적 축소이다. 
  그리고 공표와 높은 가능성 평가(assessments of high probability)는 서로 다른 
것이다. 높은 가능성 평가는 대화적 대안의 가능성을 허락하기에 대화적 확대
이며 공표는 가능한 대화적 대안을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도전하고 가능한 대
화적 대안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적 축소이다.   

⒪ 긴 연휴를 내수 활성화의 견인차를 삼으려면 민관은 먼저 소비 패턴과 여행 

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정비해 여가 소비를 국내로 돌리

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공표) (맹강, 2017ㄴ: 145)

  예⒪에서는 필자는 '-아/어야 하다'로 자신의 주장을 공표로 표현하였다. 이
와 같이 공표는 논증적 텍스트에서 주로 주장 제시의 기능을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선언(proclaim)은 화행이론에서의 선언(declarative)과 다
르다. 화행이론에서 선언은 예⒫, ⒬와 같이 발화 내용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
면 해당 명제의 내용이 세계의 변화를 일으킨다(Searle, 1979: 16-17). 선언 화행
은 임명, 선고, 해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본 재판관은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위 사람을 도서관 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구본관 외, 2016: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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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는 선고의 예로서 해당 내용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피고인이 무죄가 
되는 것이며 예⒬는 임명의 예로서 해당 내용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위 사
람'이 도서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그리고 텍스트언어학에서도 선언을 다루는데 텍스트언어학에서 다루는 선언
기능(Deklarationsfunktion)은 예⒭와 같이 '생산자는 수용자에게 주어진 텍스트
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있음을, 텍스트의 (성공적인) 발화가 일정한 사실을 
도입하고 있다는 의미를 이해시킨다(Brinker, 1992, 이성만 역, 1994: 145)'. 텍
스트언어학에서 다루는 선언기능은 임명장, 유언장, 유죄판결, 전권위임, 증명
서 등이 포함된다.

⒭ 나는 나의 남동생 프란츠 S을 나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한다. (Brinker, 

1992, 이성만 역, 1994: 145)

  예⒭는 유언장의 예로서 S가 '나'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는 새로운 현실을 창
조하였다. 이렇게 보면 화행이론과 텍스트언어학에서 선언은 유사한 용어로 쓰
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선언(proclaim)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증적 텍스트에 
반영된 개입을 추출할 때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개입 시
스템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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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입

단성적 

목소리

상호텍스트적 가정

근거 기반 가정

개인적 단언

내러티브

다성적 

목소리

대화적 

공간 

축소

부인
부정

반대

선언

동조
양보적 동조

단언적 동조

승인
객관 자료

고전

공표

대화적 

공간 

확대

판단

유보

가능성 평가

개인 관점

객체

화

인정

거리

<표 Ⅱ-2> 개입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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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의 개입 사용 양상

1. 개입 추출의 기준 

  개입의 추출에 대해 이숙희(Lee, 2006), 호(Ho, 2011), 리우(Liu, 2015), 김
병건(2016ㄱ)에서는 개입의 정의와 전형적 표현을 통해 추출하였다. 陳曉燕

(2007: 44-45)에서는 중국어에서 태도는 가끔 전형적 표현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신진원(2014: 141)에서는 평가어 체계의 유형 구
분이 명확하지 않고 다소 모호하다는 것이 분석 과정에서 적용되었다고 밝혔
다. 그리고 劉世生·劉立華(2010)에서는 개입의 언어적 실현은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개입을 이루는 표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개입의 수사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고 개입을 이루는 표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당 
개입 표현이 나타났다고 해서 꼭 그런 개입으로 판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
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실제로 개입을 추출할 때 어려움에 부딪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맹강(2017ㄱ, ㄴ)에서는 정의와 전형적 표현, 그
리고 맥락과 결합하여 개입을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했던 개입 체계와 구체적 맥락으로 개입을 추출하기로 하였다. 
개입의 체계와 각 개입을 이루는 전형적 표현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한국어 개입 표현은 신진원(2014), 이주리애(2015), 김병건(2016), 이슬비
(2016)를 참고하였으며 중국어 개입 표현은 리우(Liu, 2015)를 참고하여 정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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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적 

목소리

상호텍스트적 가정 텍스트 내에 근거가 없지만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것

근거 기반 가정 텍스트 내에 근거가 있는 것

개인적 단언 텍스트 내, 외에 근거 없으며 완전히 필자 개인의 단언

내러티브 자신이나 타인의 경험을 서술하기 

다성적 

목소리

대

화

적 

공

간 

확

대

판

단 

유

보

가능성 평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평가
가능성 평가 표현: -(으)ㄹ 수(도) 있다, -(으)ㄹ 것이다

                 可能、也许、会

개인 관점 개인의 관점으로 표시하기
-다고/라고 보다/생각하다/생각되다/판단되다

我认为、我觉得、在我看来

객

체

화

인정 외부 목소리에 대한 필자의 목소리가 불분명하기
-기도 하다, 어떤 사람은 ...라고/다고 하다/생각하다

根据、认为、显示

거리 외부 목소리와 분명히 거리 두기
-라고/다고 주장하다, -에 대해 반대하다

根据、认为、显示

대

화

적 

공

간 

축

소

부

인

부정 가능한 대화적 대안 거부하기
아니다, 못, 안, -지 않다, -지 못하다, 없다

不、不是、没有

반대 가능한 대화적 대안을 대체하기
-(으)나, -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데

但是、可是

선

언

동조

단언적 동조: 독자와 같은 지식을 공유함을 표시하기
동의 표현: 물론

           当然

양보적 동조: 꺼리거나 유감스러운 느낌이 있고 반대와 

같이 사용하기

양보 표현: -(으)ㄹ지라도, -더라도, -아/어/여도, -는데도 불구하고

           即使、即便 

승인 외부 목소리에 대해 필자가 책임지기
-에 따르면/의하면/따라/의해, 조사/확인/검사의 결과

根据、证明、指出

공표 저자의 명시적 강조와 입장 표명
(반드시) ...해야 한다

其实、真正、总之

<표 Ⅲ-1> 개입 체계와 전형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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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하였듯이 개입을 추출할 때 어떤 개입 자원에 해당되는 표현이 나타난다
고 해서 반드시 그런 개입 자원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맥락과 관련시켜 해당 개입 자원의 정의와 표현에 의하여 개입을 
추출하기로 하였다. 우선 문장 단위로 작문을 하나하나의 문장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의미 단위로 개입을 추출한다. 한 문장이 하나의 개입이 되는 경우도 있
고 한 문장이 두 개 이상의 개입이 포함될 수도 있으며 두 개 이상의 문장이 
하나의 개입이 될 수도 있다. 아래에서 어떻게 각 개입의 정의, 전형적 표현, 맥
락을 결합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에 반영된 개
입을 추출하였는지를 예를 통해 살펴보자.

㈎ 물론 미리 외국어를 학습한 아이가 앞으로 다가올 입시전쟁에 조금 더 유리

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도 있으나,(동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부정)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양한 창의적인 경험과 자유로운 활동이다.(반

대) (KNS10KW)

㈏ 近年来，出国留学低龄化已成为一个越来越明显的发展趋势。许多家长唯恐自

己在这场竞争中落在别人后面，生怕错失先机，让孩子丧失竞争优势。然后

却忽视了很多容易出现的问题。(반대)(근년에 들어와 조기 유학은 갈수록 

뚜렷한 추세가 되었다. 많은 학부모들이 이 경쟁에서 뒤지고 기선을 놓쳐 자

녀가 경쟁력이 떨어지기를 걱정한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조기 유학으로 초

래될 수 있는 문제들을 홀시하였다.36))(CKL02CW)

  예㈎에서 '물론'을 보면 밑줄 친 부분이 '동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동조의 정의와 구체적 맥락을 살펴보면 해당 내용은 미리 외국어를 학습하면 
향후의 경쟁에 유리하다는 관점에 분명히 동의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
서 '동조'로 판정할 수 있다. 예㈎는 하나의 문장이지만 밑줄 친 부분 외에 '그것
이 절대적인 …활동이다'는 앞의 연결어미 '-(으)나'와 반대의 정의, 그리고 맥
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반대'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는 
36) 중국어에 대한 번역은 모두 연구자가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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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을 표시하는 '아니다'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부정'이 된다. 이는 하나의 문
장이 개입 3개를 추출된 예이다. 예㈏는 중국어의 예인데 '却(하지만)'와 앞의 
제시된 조기 유학에 관한 일반적 배경을 통해 밑줄 친 내용은 반대로 판정할 
수 있다.

㈐ 조기 외국어 학습의 열풍이 불고 있다. 이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현상이 아니

며, 다른 아시아 국가인 중국에서도 조기 외국어 학습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

고 있다고 한다.(인정) (KNS05KW)

  
  예㈐에서 밑줄 친 내용은 인용 표현 '-다고 하다'를 통해 해당 내용이 외부의 
목소리를 도입함을 나타내어 인정, 거리,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표현과 정의
만으로 판단하기가 다소 어렵다. 이는 도입 단계에 나온 내용인데 필자는 이런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논증을 전개하기 위한 배경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그리고 글 전체를 읽어보면 밑줄 친 내용에 대해 필자는 일부러 거리를 유
지하지도 않았고 해당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따
라서 이는 인정으로 판정할 수 있다. 

㈑ 물론 조기 외국어 교육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 역시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지나친 사교육 경쟁을 부추겨 사교육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이로 인하여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주장이다.(거리) 영어 유치원 등록금이 여타 보육시설

에 비해 갑절로 비싸고, 각종 학원과 학습지 비용을 감안하면 이러한 시각은 

일견타당하다. 그러나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반대)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 문제는 국공립 보유시설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개설

할 수 있다.(KNS18KW)

㈒ 在生活方面很多人认为出国留学可以使孩子养成独立的性格，(거리)但是又往

往忽视了低龄人群在留学中可能出现的种种问题。(CKL02CW)(생활 측면에서 

많은 사람이 유학 가면 아이가 독립적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이 어린 아이가 유학할 때 직면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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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의 경우도 예㈐와 마찬가지이다. '-다는 주장이다'만을 보면 승인, 인정, 
거리가 될 가능성이 모두 있다. 밑줄 친 내용만 보면 판단하기가 어렵다. 뒤의 
이어진 내용을 보면 '그러나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를 통해 필자는 밑줄 
친 부분과 분명히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은 '거리'로 판정할 수 있다. 예㈒에서 '많은 사람이 ...다고 생각하다'로 
해당 내용이 외부의 목소리임을 표시하여 승인, 인정, 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어진 문장에서 '但是(하지만)'로 필자는 앞의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필자는 앞에 기술된 내용과 거리를 분명히 유지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와 같이 '거리'로 판정될 수 있다. 물론 해당 개입 표현이 나타
났더라도 해당 개입으로 판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가난한 집 아이는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경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상호텍스트적 가정_공유 지식) (CKL57KW)

  '-(으)ㄹ 수 없다'는 부정을 표시하지만 예㈓는 부정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때 해당 내용은 '부정'으로 판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예㈓에서 
기술된 내용은 대부분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유 지식으로 볼 수 있으며 
상호텍스트적 가정으로 판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전형적 표현, 정의, 맥락을 결합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
어와 한국어 작문,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반영된 개입을 추출하여 
양적, 질적 분석을 하였다.  

2. 자료 개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반영된 단성적 
목소리, 다성적 목소리, 대화적 공간 확대, 대화적 공간 축소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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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단성적 목소리
CKL_KW .5351 .1765

.004**

KNS_KW .3489 .1258

다성적 목소리
CKL_KW .4649 .1765

.004**

KNS_KW .6511 .1258

대화적 공간 확대
CKL_KW .2253 .1127

.896
KNS_KW .2308 .1023

대화적 공간 축소
CKL_KW .2396 .1544

.001**

KNS_KW .4204 .0707

<표 Ⅲ-2> 한국어 작문의 개입별 검정 결과

(*p<.05, **p<.01, ***p<.001)

  <표 Ⅲ-2>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단성적 목
소리를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술통계량을 통해 알 수 있
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단성적 목소리를 53% 이상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작문에 반영된 개입은 절반 이상이 단성적 목
소리이었음을 말해 준다. 이에 비해 한국어 모어 화자는 단성적 목소리를 35% 
정도만 사용하였으며 65% 정도가 다성적 목소리이었다. 이숙희(Lee, 2006)에서
도 능숙한 필자는 보통 다성적 목소리를 더 많이 사용하고 단성적 목소리를 사
용하기도 하지만 보통 다성적 목소리와 밀접하게 결합하여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맹강(2017ㄱ: 98)에서는 한국 신문 사설에 반영된 다성적 목소리가 단
성적 목소리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즉 한국어나 영어의 좋은 논증적 텍스트에
서는 단성적 목소리보다 다성적 목소리를 더 많이 사용할 듯하다. 그리고 한국
어 모어 화자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보다 다성적 목소리를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한국어 모어 화자는 단성적 목소리보다 다성적 목소리를 더 
선호하였음을 보여 줄 것이며 다양한 목소리 중에서 다성적 목소리를 도입하여 
논증적 텍스트에 다성적 배경을 구축하려고 하였을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자신의 '목소리'만 사용하고 타자의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았
으며 텍스트에서 다성적 배경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이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증적 텍스트가 대화성이 강하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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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이 약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대화적 공간 확대의 경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대화적 축소의 경
우, 한국어 모어 화자가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대화적 공간 확대보다 대화적 공간 축소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였는데37) 중국
인 한국어 학습자는 이와 달리 대화적 공간 축소보다 대화적 공간 확대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였다. 논증적 글에서 객체화와 같은 대화적 공간 확대보다는 핵
심적 이슈에 대해 필자는 절대적 용어로 선언하고 외부 자원을 도입하여 자신
의 논증을 지지한다(Martin & White, 2005: 116). 따라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
증적 텍스트에서 대화적 축소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가 대화성이 약한 것은 중국어 글쓰기 
관습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아래 <표 Ⅲ-3>에서 제시된 중국인 한국어 학습
자의 중국어와 한국어 작문에 반영된 개입별 검정 결과를 보면, 대화적 공간 확
대 외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중국어 작문에서도 
단성적 목소리를 52% 정도로 전체 개입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즉 중
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중국어와 한국어 작문에서 모두 다성적 목소리보다 단성
적 목소리를 더 많이 사용하였고 자신의 '목소리'로 일방적으로 논증을 구축하
려는 모습이 보였다. 다음 <표 Ⅲ-3>에서 보듯이 단성적 목소리, 다성적 목소
리, 대화적 공간 축소의 사용이 양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말
하자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중국어와 한국어 작문에서 단성적 목소리, 다
성적 목소리, 대화적 공간 축소의 사용이 양적으로 일치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중국어 작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38) 
37) 이는 신진원(2014), 맹강(2017ㄱ)에서 한국의 신문 사설에 대한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

리고 참고로 신진원(2014)에 의하면 영어 신문 사설에서 대화적 공간 확대(52%)와 대화적 공
간 축소(48%)의 사용은 양적으로 유사하였다.

38) 전술하였듯이 신문 사설도 논증적 텍스트로서 좋은 신문 사설은 논증적 글쓰기의 기준이 되
는 것을(Connor, 1996: 143-144) 고려하면 신문 사설에 반영된 개입을 살펴보는 것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다. 맹강(2017ㄱ)에 의하면 중국 신문 사설에 나타난 
단성적 목소리가 다성적 목소리보다 적었으며 陳曉燕·王彥(2010)에 따르면 중국 신문 사설
에 나타난 단성적 목소리가 다성적 목소리보다 더 많았다. 맹강(2017ㄱ)에서는 사회 문제에 
관한 사설 50편을 분석하였고 陳曉燕·王彥(2010)에서는 정치에 관한 사설 10편을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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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단성적 목소리
CKL_CW .5230 .1685

.859
CKL_KW .5351 .1765

다성적 목소리
CKL_CW .4652 .1571

.996
CKL_KW .4649 .1765

대화적 공간 확대
CKL_CW .1148 .0669

.007**

CKL_KW .2253 .1127

대화적 공간 축소
CKL_CW .3504 .1390

.066
CKL_KW .2396 .1544

<표 Ⅲ-3> 중국인의 중국어와 한국어 작문의 개입별 검정 결과

(*p<.05, **p<.01, ***p<.001)

  흥미로운 것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중국어 작문보다 한국어 작문에서 대
화적 공간 확대를 많이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
로 여겨진다. 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사람의 완곡 
화법의 영향을 받아 글을 쓸 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대화적 공간 확대에 대한 분석에서 자세히 분석하도록 한다.
  아래에 각 개입의 사용에 있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어떤 양상이 나타났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3. 개입 사용 양상 분석

1) 단성적 목소리 분석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반영된 단성적 
목소리에 대한 통계적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 따라서 이는 주제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陳曉燕·王彥(2010)의 분석 대상이 적어서 대표
성을 갖지 못해서 그런지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중국어 논증적 텍스트에서 단성적 목소리
를 더 많이 사용하느냐 다성적 목소리를 더 많이 사용하느냐는 것은 후속 연구에서 더 다뤄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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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상호텍스트적 가정
CKL_KW .3690 .1091

.000***

KNS_KW .1689 .1026

근거 기반 가정
CKL_KW .0942 .0685

.017*

KNS_KW .1698 .0833

개인적 단언
CKL_KW .0734 .1103

.034*

KNS_KW .0000 .0000

내러티브
CKL_KW .0086 .0219

.854
KNS_KW .0101 .0220

<표 Ⅲ-4> 중국인과 한국인의 한국어 작문의 단성적 목소리 비교

(*p<.05, **p<.01, ***p<.001)

  <표 Ⅲ-4>에 의하면 내러티브를 제외하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
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반영된 상호텍스트적 가정, 근거 기반 가정, 개인적 
단언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Ⅲ-4>에 제시된 기술
통계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상호텍스트적 가정, 개인
적 단언을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많이 사용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보다 근거 기반 가정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개인적 단언을 사
용하지 않았다. 이는 다소 중국어 작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상호텍스트적 가정
CKL_CW .3543 .0724

.691
CKL_KW .3690 .1091

근거 기반 가정
CKL_CW .1564 .1305

.141
CKL_KW .0942 .0685

개인적 단언
CKL_CW .0123 .0337

.076
CKL_KW .0734 .1103

내러티브
CKL_CW .0000 .0000

.183
CKL_KW .0086 .0219

<표 Ⅲ-5> 중국인의 중국어와 한국어 작문의 단성적 목소리 비교

  <표 Ⅲ-5>에서 보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적 가정, 근거 기반 가정, 내러티브, 개인적 단언은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즉 양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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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논증적 글을 쓸 때 중
국어의 영향을 받았음을 말해 줄 것이다. 아래에 예를 들어 각 개입에 대해 자
세히 살펴보자.

(1) 상호텍스트적 가정
  
  전술하였듯이 상호텍스트적 가정은 주로 객관 사실과 공유 지식으로 나누어
지고 논증적 텍스트에서 배경 제시와 근거 제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에 반영된 상호텍스트적 가정의 유형
별, 기능별 사용이 양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객관 사실
CKL_KW .3034 .2592

.078
KNS_KW .5058 .3090

공유 지식
CKL_KW .6966 .2592

.078
KNS_KW .4942 .3090

배경 제시
CKL_KW .2342 .2204

.185
KNS_KW .3783 .3159

근거 제시
CKL_KW .7658 .2204

.185
KNS_KW .6217 .3159

<표 Ⅲ-6> 중국인과 한국인의 한국어 작문의 상호텍스트적 가정 유형/기능별 비교

  <표 Ⅲ-6>을 통해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는 객관 사실
과 공유 지식 사용에서 양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집단이 모두 상호텍스트적 가정을 배경 제시와 근거 제시에 사용하였고 양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맹강(2017ㄴ: 131)에 의하면 한국 신
문 사설에서 공유 지식보다 객관 사실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상호텍스트적 
가정은 근거 제시보다 배경 제시의 역할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
자의 한국어 작문은 맹강(2017ㄴ)과 달리 공유 지식과 객관 사실을 양적으로 
유사하게 사용하였고 배경 제시보다 근거 제시의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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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 사실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논증적 글의 객
관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공유 지식은 독자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의 사람이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만 보편 독자의 인정을 받기
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논증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한국어 논증적 텍스트
에서 공유 지식보다 객관 사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더욱 타당할 것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는 모두 서론에서 상호텍스트적 가
정을 사용하였다. 서론에서 사용되는 상호텍스트적 가정은 명제를 맥락과 관련
지어 주는 수사적 역할을 한다(Lee, 2006: 283). 즉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거나 
논증을 전개하기 전에 일반적 배경을 제시해 준다.

(1) 최근에 어린이 조기교육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상호텍스트적 가정_객관 

사실) (중략) 외국어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매달 평균 약 35만원의 비

용을 지불했다.(상호텍스트적 가정_객관 사실) 이기 때문에 조기 외국어교육

이 사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근거 기반 가정) 나는 조기 외국어 학습에 

대한 찬성했다.(공표) (CKL02KW) 

(2)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다.(상호텍스트적 가

정_객관 사실) 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훌륭하다는 영

어 유치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기번호를 받아가며 자녀를 그곳에 보내기 

위해 애쓴다.(상호텍스트적 가정_공유 지식) (중략) 그러나 초등학교에 입학

하기도 전에 영유아 시절부터 다른 언어를 배우게 하는 것은 적절한 교육이 

아니다.(공표, 부정, 반대) (KNS10KW)

  CKL02와 KNS10은 모두 서론에서 상호텍스트적 가정을 통하여 일반적인 배
경을 제시하고 이어서 도입될 주장을 맥락과 관련지었다. CKL02와 KNS10이 
언급한 상호텍스트적 가정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하거나 주변의 사람을 통
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1)에서 '외국어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매달 평균 약 35만원의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은 신문에 나온 객관 사실이며 예(2)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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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애쓴다는 것도 주변에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일이라 
공유 지식으로 볼 수 있다. '-다'와 같은 단언을 표시하는 표현을 통해 비록 가
능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단성적 목소리이지만 객관적 사실이거나 필자와 독
자의 공유 지식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도전하거나 의심하기 어렵다. 서론에서 
상호텍스트적 가정으로 논증을 전개하기 위한 배경을 제시하는 것은 연구 참여
자에 대한 인터뷰에서도 확인되었다.

   <인터뷰 자료①>
연구자: 어,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단락에 먼저 어 공유 지식을 제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나' 모모모모라고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셨잖아요. 어, 이렇

게 일단 앞의 내용은 약간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뒤에는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배경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혹시 특별한 목적이 있었어요? 

KNS10: 어, 그까 뭔가 주장하기 전에 (네)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연구자: 네, 그렇게 하면 뭔가 이 글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어

요?

KNS10: 어, 좀 주장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애요.

  위 인터뷰 자료에 의하면 KNS10은 조기 외국어 교육에 대한 반대 주장을 제
시하기 전에 먼저 조기 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제시하고 반대를 통해 반대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주장이 강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렇게 객관 사실이거나 독자와의 공유 지식으로 실태를 먼저 제시하는 것은 이
어서 논증을 전개하기 위한 일반적 배경을 제시할 수 있고 주장을 도입하는 것
도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인터뷰에서도 확인하였다. 다음 인터뷰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CKL02는 상호텍스트적 가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화제를 도입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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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②>
연구자: 서론에서 이와 같은 공유 지식을 제시했잖아요.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것

은 혹시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으셨어요? 

CKL02: 음~좀 개인적인 습관인 거 같은데 보통 글을 쓸 때 이렇게 하잖아요. 조

기 외국어 교육의 실태를 먼저 언급하고 뭐 그런 조기 외국어 교육에 관

한 배경을 제시한 다음 제 주장을 도입하고 논증하려는 거였어요. 

  
  본론이나 결론에서 사용되는 상호텍스트적 가정은 주로 근거로서 근거 기반 
가정이나 공표 등과 같이 사용되므로 다음 근거 기반 가정과 공표 부분에서 살
펴보도록 한다. 

(2) 근거 기반 가정

  근거 기반 가정은 주로 본론과 결론 부분에 사용되는데 근거 기반 가정을 먼
저 제시하고 이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먼저 근거를 제시하고 
이어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경우와 제시된 자료에 대
한 필자의 평가를 제시하는 경우로 나뉜다(맹강, 2017ㄴ: 133). 먼저 근거를 제
시하여 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거나 제시된 내용에 대한 평
가를 하는 것은 학문 목적 쓰기에서 요구되는 분석 및 평가 능력과 관련된다. 
전술하였듯이 한국어 모어 화자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 비해 근거 기반 가
정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주장하기와 평가하기의 
사용이 양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
는데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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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주장하기
CKL_KW .5833 .4564

.560
KNS_KW .6731 .3107

평가하기
CKL_KW .2628 .3936

.348
KNS_KW .3984 .3430

<표 Ⅲ-7> 중국인과 한국인의 한국어 작문의 근거 기반 가정의 기능별 비교

  <표 Ⅲ-7>에 의하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는 근거 기반 
가정의 2 가지 기능인 주장하기와 평가하기의 사용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 이는 맹강(2017ㄴ)에서 중국과 한국의 사설에 대한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
다. 즉 한국과 중국에서 근거 기반 가정의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한 사용이 양적
으로 유사할 것이다. 아래에 예시를 통해 살펴보자. 

  
(3) ①마지막은 교육의 빈부 격차를 커지는 것이다(근거 기반 가정_주장하기). 조

기 외국어 학습 교육은 당연히 돈이 많은 부자집이 할 수 있는 것이다(상호텍

스트적 가정_공유 지식). 가난한 집 아이는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경제 상

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상호텍스트적 가정_공유 지식) ②교육의 공평성을 

해치는 것이다.(근거 기반 가정_평가하기) (CKL57KW)

(4) 마지막으로 과학 연구에 따르면 언어를 많이 배우는 사람은 뇌가 더 예리하

다고 한다. 리더십도 보통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한다.(승인_객관 자료) 그러

면 애기에게 외국어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은 애기 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근거 기반 가정_주장하기) (CKL48KW)

(5) 첫째,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는 필수 소양이므로(상호텍스트적 가정_객관 사

실) 일찍 배울수록 유리하다.(근거 기반 가정_주장하기) (KNS18KW)

(6) 둘째, 조기 외국어 교육은 외국어를 배우는 가장 효율적 방법 중 하나이다.

(근거 기반 가정_주장하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5-7세 아동의 언어 습득능

력이 가장 탁월하다고 한다.(승인_객관 자료)  (KNS18KW)



- 100 -

(7) 하지만 유아의 시기 즉 0세에서 7세까지는 무엇인가를 학습하는 것보다는 생

활 습관과 태도를 배우는 데 최적화 된 뇌 부위가 발달한다고 한다.(승인) 즉, 

섣불리 외국어라는 학습 측면에 노출된다면 유아는 발달하지 않는 뇌 부위를 

사용해야 하고 따라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이상 행동 등 문제가 생

길 수 있다.(근거 기반 가정_평가하기) (KNS27KW)

  예(3)①과 예(6)은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에서 언급한 단언이
다. 즉 먼저 주장을 제시하고 바로 이를 지지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예(3)①에
서는 상호텍스트적 가정, 예(6)에서는 승인을 앞의 근거 기반 가정을 뒷받침하
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3)에서는 조기 외국어 교육은 교육
의 빈부 격차를 심각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
기 위해 이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의 아이에게만 가능하고 형편없는 아이에
게는 어렵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예(6)에서는 조기 외국어 교육은 외국어를 
배우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린 아이의 언어 습득 
능력이 탁월하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거 기반 가정으
로 표현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예(4)와 (5)는 먼저 근거를 제시하고 필자의 주장을 제시하는 경우이다. 예
(4)에서는 승인, 예(5)에서는 상호텍스트적 가정을 먼저 근거로 제시하고 필자
의 주장을 근거 기반 가정으로 제시하였다. 예(4)에서는 먼저 언어 공부는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를 인용하고 조기 외국어 교육이 뇌 발전에 도움
이 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예(5)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가 필수 소양
이라는 근거를 먼저 제시하고 일찍 배우는 것이 좋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예(3)②와 예(7)은 먼저 근거를 제시하고 이어서 필자가 제시된 내용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경우이다. 예(3)에서 먼저 조기 외국어 교육으로 인한 교육 빈부 
격차 심각화를 논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기 외국어 교육이 교육의 공평성을 
파괴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예(7)에서는 우선 유아에게 무엇인가를 공부시키기
보다 생활 습관과 태도를 배우는 데 최적화된 뇌 부위가 발달한다는 자료를 인
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기 외국어 교육을 시키면 유아의 이상 행동과 같은 문



- 101 -

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주장을 표시하는 근거 기반 가정은 논증적 텍스트에서 핵심 주장을 지지하기 
위한 하위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윌리엄스와 콜럼(Williams & 
Colomb, 2007, 윤영삼 역, 2008)에서 언급한 '이유'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 이를 
뒷받침하는 상호텍스트적 가정이나 승인은 '근거'로 볼 수 있다.39) 따라서 근거 
기반 가정(주장하기)+승인/상호텍스트적 가정의 결합 사용이 논증적 글에서 매
우 중요하다.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근거가 있어야 이유가 튼튼하고 이유
가 튼튼해야 핵심 주장도 튼튼하기 때문이다. 
  근거 기반 가정을 지지하기 위한 근거로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승인을 선호
하는 경향이 보이는 데 비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공유 지식이나 객관 사실
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인터뷰 자료③>
연구자: 이런 사실이나 공유 지식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거하고 이 연구결과 같

은 거를 제시해서 근거로 활용하는 거랑 뭐 차이가 있나요?

KNS45: 어~네, 그까 어~ 공유 지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

기 때문에 어 설득을 할 때 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하고 

주관적인 ... 다를 수 있잖아요. 조사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확

실하게 이제 결과가 나와 있는, 좀 더 공신력이 있는, 그래서 내가 설득

을 할 때 그까 좀 공식적인 내 주장도 있지만 '내 주장 이렇게 타당해'라

고 얘기할 수 있는 공신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조사결과를 쓴 거고 전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인터뷰 자료④>
연구자: 이와 같은 사실이나 공유 지식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

다고 생각하시나요?

39) 윌리엄스와 콜럼(Williams & Colomb, 2007, 윤영삼 역, 2008: 198-199)에서는 이유와 주장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유는 우리 머리 '속에서' 나온 것이고 근거는 우리의 주관적 믿
음과 아무 상관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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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L48: 네, 공유 지식이니까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객관 사실이라면 누

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근거로 활용하면 설득력

이 있어요.  

  <인터뷰 자료④>에서 보다시피 한국어 모어 화자는 연구결과 같은 객관 자
료가 더 공신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하였고 근거 기반 가정을 지지하는 근
거를 제시할 때 연구결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보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유 
지식은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설득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그보
다 조사결과와 같은 객관 자료는 확실하고 더욱 공신력이 있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 자료④>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는 승인보다 객관 사실이나 공유 지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객관 사실과 공유 
지식은 모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근거로서의 상호텍스트적 가정을 제시할 때 
근거 기반 가정과 관련이 약한 경우가 있으며 또한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8) ①내가 조기 외국어 학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개인관점_주장하기) ②왜

냐하면 지금 전세계적으로 영어는 아주 중요한다.(상호텍스트적 가정_객관 

사실_근거) ③뿐만 아니라 모국어와 외국어를 다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져야 한다.(상호텍스트적 가정_공유 지식_근거) ④그래서 언제 외국어를 배

운지도 중요한다.(근거 기반 가정) ⑤나는 조기 외국어 학습이 맞다고 생각

한다.(개인 관점_주장하기) (CKL71KW)

  위 예에서 ④는 근거 기반 가정인데 담화표지 '그래서'를 보면 앞에 ④를 지
지해 주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②와 ③은 ①을 뒷받침하
기 위한 상호텍스트적 가정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①은 조기 외국어 
학습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이어서 상호텍스트적 가정인 ②와 ③을 통
해 찬성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②는 객관 사실로서 설득력이 있으며 ③
은 공유 지식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다소 어색할 듯하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서 이와 같은 어색한 공유 지식이 종종 발견되었다.40) 이런 공유 지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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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므로 주장을 잘 지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
리고 근거 기반 가정과 관련이 약한 경우도 있었다.

  (9) ①그때는 창피하는 것 느끼지 못하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근거 기반 

가정_주장하기)

     ②외국어 공부는 제일 중요한 것 바로 말하기다. ③나이가 점점 많으면 자

존심도 강해질 것이다.(가능성 평가_근거) ④아이도 잘못 말할까봐 주변 사

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마음대로 말하기 어렵다.(상호텍스트적 가정_공유 

지식_근거) ⑤그래서 2-7살 나이쯤에 그들은 이런 걱정이 별로 없다.(상호

텍스트적 가정_공유 지식_근거) ⑥외국어 공부에 좋은 도움이 된

다.(CKL71KW)

  위 예(9)에서 ③-⑤는 근거 기반 가정인 ①을 지지해 주는 근거로 볼 수 있다. 
필자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추론하면 아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창피함을 
느끼지 못하고 잘못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말하기를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창피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보다 나이가 어리므
로 창피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⑤의 경우 '그
래서'를 보면 앞의 내용이 근거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논리적이지 않았다. 
나이가 많아지면 자존심도 강해지고 창피한 것도 쉽게 느껴지는 것은 나이가 
어릴 때 외국어로 잘못 말해도 창피하지 않다는 것의 근거가 되기가 어렵다. ⑤
앞에 나이가 어리면 외국어로 잘못 말하더라도 창피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근거
를 제시해야 ⑤와 같은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이와 유사
한 예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에서도 발견되었다.

(10) ①其次，许多人争辩说：“低龄留学有利于外语的学习。”(거리) ②而在我看

来，其实不然。(근거 기반 가정_주장하기)③国内也有许多提供外教的优秀

40) 이와 같은 공유 지식은 다소 어색하지만 근거 없는 개인적 단언도 아닌 것 같다. 따라서 공유 
지식으로 판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뒤에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와 같은 말을 
추가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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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外语培训机构，在国内也有充分的条件学好外语。(상호텍스트적 가정_근

거)④而且，孩子小的时候学习语言能力很强，(상호텍스트적 가정_근거)⑤

但过早出国留学，会有碍于母语的学习，比起国内的学生，过早留学的学生

汉语水平仍有待提高。(근거 기반 가정_주장하기)(CKL48CW)(둘째, 많은 사

람이 '조기 유학은 외국어 학습에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

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 중국에서도 외국인 강사를 갖추는 우수한 외국어학

원이 많이 있고 중국에서도 외국어를 잘 배우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유아의 언어 학습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그러나 너무 일찍 외국에 

가서 유학하면 모국어 학습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중국에 있는 학생보다 

조기 유학자의 중국어 수준은 더 향상되어야 한다.)

  
  예(10)에서 ①은 예상 독자의 가능한 반론인 조기 유학이 외국어 학습에 유
리하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며 ②는 필자가 이런 주장에 대한 부정이다. ③(중
국에서도 우수한 외국어 교육 기관이 많다)과 ④(유아의 언어 습득 능력이 뛰
어나다)는 ②를 지지하기 위한 근거로 볼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③이다. 
유아의 습득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모국에서도 외국어를 충분히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겠지만 조기 유학이 외국어 학습에 유리하
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근거로서 관련성이 다소 약할 것이다. 그보다 유아
의 언어 습득 능력이 뛰어나고 중국에서도 우수한 외국어 교육 기관이 많아 제
대로 가르쳐 준다면 중국에서도 충분히 외국어를 잘 배울 수 있다는 근거를 제
시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고서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더욱 설득적일 것이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된 근거가 근거 기반 
가정과 관련이 약하면 설득력이 떨어지고 독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
다. 이로부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개입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유 지식인 경우 어색하면 공유 지식으로 보기가 어
려워 독자들이 공유 지식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므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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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러티브

  내러티브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에서 많
이 발견되지 않았다. 내러티브는 자기 혹은 타인의 경험을 서술하여 근거로 활
용하는 것이다. 이는 조인옥(2014)에서 언급한 '스토리 논거'와 유사한 개념으
로 볼 수 있다.41) 

(11) 저는 조기 외국어 학습을 받았습니다. 다섯 살 때부터 영어유치원에서 영어 

몰입교육을 받았고, 열 살 때부터는 스페인어 과외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유리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영어를 어린 나이에 접했던 터라 청소

년기 시절 다른 학생들에 비해 수월하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후

략) (KNS15KW)

(12) 저는 이런 실험을 해 본 적이 있다. 나는 생질이 두 명 있다. 한 명은 11살이

고 한명은 6살이다. 처음에 한국어 배웠을 때 바로 그 생질을 가르친다. 그 

결과는 예상대로 마찬가지이다. 나이가 많은 생질보다 어린 나이가 생질은 

발음이 좋고 기억력도 좋다. (CKL25KW)

  위에 제시된 두 예에서 필자는 모두 조기 외국어 교육에 찬성하는 입장을 선
택하였고 KNS15는 자신의 조기 외국어 학습 경험을 제시하여 독자를 설득하려
고 하였고 CKL25는 자신이 외국어를 가르치는 경험을 제시하여 조기 외국어 
교육의 장점을 강조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내러티브를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김영희(2013)에서 '서사논증'이라는 용어로 다루었다. 그러나 적절한 서사논증
이 되기 위해 한 개인의 개별적 사례라고 해도 보편성과 전형성을 지녀야 가능
하다는 전제가 있고 한국어 학습자로서 한국이 아닌 자국에서 경험한 사례는 
한국이라는 담화공동체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무리가 있을 것이며 
41) 본 연구에서 수집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작문에서 내러티브가 많이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조인옥(2014)과 다르다. 조인옥(2014)에 의하면 '스토리 논거'는 중국인 한국어 학
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논거 유형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아마 쓰기 
과제의 주제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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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논증만으로 논거 확립이 부족하다(조인옥, 2017: 32). 그리고 민병곤(2004: 
226)에서도 사회적 공론의 과정이나 추론 없이 개인적 경험 또는 지식만으로 
성공적인 논증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로 보아 중국인 한국어 학습
자는 내러티브만으로 논증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어 보편성과 거리가 있는 
내러티브의 사용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4) 개인적 단언

  개인적 단언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한국어 모어 화자는 이
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만 사용하였다. 다음 예시를 살
펴보자.

(13) 중국에 13억 사람이 있고 수천수만 직업이 있다. 그 중에 외국어를 사용하는 

직업이 많지 않다.(개인적 단언) (CKL23KW)

(14) 영어나 다른 외국어를 지나치게 중시하면 무조건 자기 국가의 국어를 홀시한

다.(개인적 단언) (CKL57KW)

  예(13)에서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직업이 많지 않다고 하였으며 예(14)에서는 
외국어를 지나치게 중시하면 무조건 국어를 홀시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근거 
없이 단언하는 것은 독자의 의심과 반박을 일으키기 쉽다. 실제로 외국어가 필
요한 직업이 많고 많은 국가에서 외국어를 중요시하고 국어를 홀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드물 것이다. 그리고 위 두 예의 내용 자체도 근거가 약해서 일반적
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내용 자체가 논증이 필요한 것이므
로 이를 근거로 활용하면 논증의 객관성은 물론이고 설득력도 크게 떨어질 것
이다. 이와 같은 개인적 단언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에서도 발
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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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二、从对社会的影响来说，我的观点可概括为以下三点。

     有利于输入先进思想技术，幼年留学的学子取得学位后回国，必定会带着自己

在国外学习的经验思想和技术走进职场......(개인적 단언)(후략) (CKL51CW) 

(2.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내 관점은 다음과 같이 3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선진 사상과 기술의 수입에 유리하다. 조기 유학자들이 학위를 

받고 귀국 후 꼭 외국에서 배운 경험과 기술을 갖고 직장에 들어갈 것이다...)

  예(15)에서는 조기 유학자들이 꼭 외국에서 배운 경험과 기술을 갖고 귀국한
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견해는 일견타당해 보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
해 보면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기 유학을 하였지만 적응 
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였거나 외국에서 놀기만 하여 학위를 취
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예상 독자의 
반박을 불러오기가 쉬울 것이다. 
  다음 <인터뷰 자료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이런 내용이 모두 독자도 인정할 수 있고 주장을 지지해 주는 근거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호텍스트적 가정(공유 지식)이라기보다는 필
자 자신의 단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개인적 단언은 근거 없는 필자의 개인
적인 견해나 해석일 뿐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의
심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나 해석은 맥락과 크게 관련
되지 않아 대화적이지 않으며 상호텍스트적 연결을 통하여 저자의 목소리를 구
축하지 못하였다. 이런 단언은 필자의 개인 견해만 언급하고 맥락화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논증적 글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인터뷰 자료⑤>
연구자: (개인적 단언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리키면서) 이 부분은 혹시 위의 주장

을 지지하는 근거인가요?

CKL23: 네. 

연구자: 네. 그럼 이 부분은 혹시 독자와의 공유 지식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님 

단지 나 개인의 생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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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L23: 아니요.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독자와의 공유 지식입니다. 

연구자: 그러면 혹시 이와 같은 내용은 독자도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독자도 

이런 내용을 인정한다고 생각하시나요?

CKL23: 네, 맞아요. 독자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인터뷰 자료⑥>
연구자: (해당 부분을 가리키면서)이 부분은 혹시 독자와의 공유 지식으로 생각

하시나요? 아님 단지 나 개인의 생각인가요?

CKL57: 음~ 제 개인적 판단인 거 같아요.

연구자: 그럼 혹시 이런 부분의 내용은 독자도 인정한다고 생각하세요?

CKL57: 네, 맞아요.

연구자: 네, 그러면 여기서는 근거로 활용하시려는 거였어요? 아님 다른 역할로 

활용하시려는 거였어요?

CKL57: 네.

  이와 같은 개인적 단언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에서도 발견되
었으나 한국어 작문에서처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다. <인터뷰 자료⑥>에서 중
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이런 개인적 단언은 개인의 판단이고 독자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근거로 활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개인적 단언은 단지 필
자의 주관적 해석으로 비격식적이고 독자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다. 

2) 다성적 목소리 분석

(1) 대화적 공간 확대

① 판단유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판단유보 사용이 양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 검정을 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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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판단유보
CKL_KW .1911 .1233

.591
KNS_KW .1684 .0917

가능성 평가
CKL_KW .0979 .0983

.090
KNS_KW .1616 .0892

개인 관점
CKL_KW .0932 .1177

.022*

KNS_KW .0069 .0138

<표 Ⅲ-8> 중국인과 한국인의 한국어 작문의 판단유보 비교

(*p<.05, **p<.01, ***p<.001)

  <표 Ⅲ-8>에 의하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는 판단유보와 
가능성 평가의 사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개인 관점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것도 다소 중국어 
글쓰기 관습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판단유보
CKL_CW .0904 .0599

.017*

CKL_KW .1911 .1233

가능성 평가
CKL_CW .0552 .0541

.182
CKL_KW .0979 .0983

개인 관점
CKL_CW .0352 .0362

.111
CKL_KW .0932 .1177

<표 Ⅲ-9> 중국인의 중국어와 한국어 작문의 판단유보 비교

(*p<.05, **p<.01, ***p<.001)

  <표 Ⅲ-9>에서 보다시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
에 반영된 가능성 평가와 개인 관점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판단유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의 완곡 어법을 배우면서 한국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예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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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성 평가

  전술하였듯이 가능성 평가는 주장하기, 근거 제시, 배경 제시, 평가하기의 기
능을 할 수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가능성 평가 기
능별 사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 검정을 실
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주장하기
CKL_KW .2549 .3565

.008**

KNS_KW .6190 .3051

근거 제시
CKL_KW .3533 .4565

.205
KNS_KW .1619 .2721

배경 제시
CKL_KW .0731 .1536

.134
KNS_KW .1976 .2489

평가하기
CKL_KW .0110 .0396

.858
KNS_KW .0143 .0535

<표 Ⅲ-10> 중국인과 한국인의 한국어 작문의 가능성 평가의 기능별 비교

(*p<.05, **p<.01, ***p<.001)

  <표 Ⅲ-10>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는 가능성 평가의 
주장하기 사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으며 기술통계량을 통
해 한국어 모어 화자가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근거 제시, 
배경 제시, 평가하기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리고 기술통계량을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는 주로 주장하기 기능(61.9%)을 가
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은 배경 제시, 근거 제시, 평가하기 순으로 나타났
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근거 제시, 주장하기, 배경 제시, 평가하기 순으로 
사용하였는데 주로 근거 제시와 주장하기의 기능을 사용하였다. 주장하기 기능
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중국어 작문과 유사하였다. 특이한 것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중국어 작문에서 배경 제시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 111 -

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주장하기
CKL_CW .2564 .3640

.992
CKL_KW .2549 .3565

근거 제시
CKL_CW .0513 .1252

.038*

CKL_KW .3533 .4565

배경 제시
CKL_CW .3077 .4402

.090
CKL_KW .0731 .1536

평가하기
CKL_CW .0000 .0000

.337
CKL_KW .0110 .0396

<표 Ⅲ-11> 중국인의 중국어와 한국어 작문의 가능성 평가의 기능별 비교

(*p<.05, **p<.01, ***p<.001)

  이렇게 가능성 평가로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독자의 예상 반론을 고려한 것
으로서 보다 더 완화하게 자신의 주장을 표시할 수 있다. 李長忠·眭丹娟(2012: 
70)에 의하면 판단유보의 사용은 필자가 자신과 다른 관점 혹은 의견을 수용함
을 의미한다. 즉 필자가 제시한 명제는 단지 많은 가능성 중의 하나이며 다른 
입장도 존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유보는 독자의 가능한 
반박을 약화시켜 단언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맹강, 2017ㄱ: 100-101). 비록 가능
성의 의미를 표시하지만 오히려 설득력을 더 높일 수 있다. 다음 인터뷰 자료를 
살펴보자.

   <인터뷰 자료⑦>
연구자: 그리고 여기도 '있겠지만' 약간 추측의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통해

서 일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가 있... 아 '할 수도 있지만' 

이 이럴 때는 다 약간 추측의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추측의 표현 쓰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KNS10: 어, 그까 뭔가 지금 다 맥락이 이런 걸 쓴 맥락이 (네) 다른 사람의 예상 

반론에 대한 거 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의 주장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래서 뭐 뭘 것이

다라고 추측성의(잘 들리지 않음) 그까 제 주장였으면 그게 아니지만 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 있을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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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아아, 네, 뭐 혹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네) 약간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만 뭐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KNS10: 네 

연구자: 예, 어, 그리고 혹시 이렇게 쓰시는 것은 어 자신의 신분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이다, 내가 아주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

신 건가요? 아님 그것과 상관없고 단지 내가 예상 독자를 생각했기 때

문에 이렇게 썼다, 두 가지 중에... 

KNS10: 뒤의 후자가 맞는 거 같아요. (예) 저의 신분과 상관없이.

<인터뷰 자료⑧>
연구자: 혹시 이렇게 표현한다면 설득력을 더 뭐 높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

으셨나요?

KNS20: 네. (네) 100% 아닐 수도 있는 거를 사실대로 말하는 거니까 (네) 더 신뢰

성을 높일 수 있어요. 

  <인터뷰 자료⑦>에 의하면 KNS10은 글을 썼을 때 독자 의식을 가졌으며 자
신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독자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식하였
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능성 평가를 통해 해당 명제가 단지 필자의 
생각이고 독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였다. 즉 해당 내용
은 단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이며 다른 가능한 대안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에 다성적 배경을 구축하였다. 캐플런(Kaplan, 
2001)에서는 '누가 쓰는 권위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시하였는데 서양에서는 
모든 사람이 쓰는 권위가 있지만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조인
옥(2014)에서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자신이 쓰는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생
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한국어 모어 화자가 가능성 표현을 사용하
는 것은 자신이 권위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KNS10은 인터뷰에서 가
능성 평가의 사용은 필자의 신분과 관련이 없고 독자를 고려한 것이라고 하였
다. 즉 KNS10은 권위자가 아니라서 가능성 평가를 사용하여 확실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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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함을 표시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독자의 가능한 반박을 고려해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KNS20은 가능성 평가를 사용하는 것은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 설득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단언으로 표현하면 오히
려 반박을 초래하기 쉽고 가능성 평가로 표현하면 독자의 가능한 반박을 차단
할 수 있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16) 과도한 사교육비와 어린아이들이 경쟁 구도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지

양해야 할 것입니다.(가능성 평가_주장하기) (KNS15KW) 

(17) 또한 어릴 때부터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외국어 교육을 받게 

되면 아이들의 자기효능감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이들마다 언어 발

달은 그 속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또래들보다 그 속도가 느린 학

생들이 조기 외국어 교육을 받게 되면 외국어 학습은 자신에게 어려운 것으

로 인식할 수 있다.(가능성 평가_ 근거 제시) (KNS02KW) 

(18) 또한 외국어 교육이 필수적인데 반하여 외국어 학습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

면, 조기 외국어 학습에 대해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고 이는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가능성 평가_배경 제시) 그렇다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아가는 조기 외국어 학습을 

규제할 방법은 없으며,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규제해서도 안 된다. 

(KNS05KW)

(19) 가정 형편이 괜찮으면 이렇게 하는 게(아이를 조기 외국어 학원에 보내는 

것42)) 더 좋겠다. (중략) 언어공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다른 언어

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가능성 평가_근거 제시) 그리고 어린 

아이의 기억력이 강해서 다른 환경 중에 새로운 것을 습득할 수 있다. 

(CKL17KW) 

(20) 더구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언어를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시기는 바로 

42) 괄호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하여 연구자가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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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시가라고 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언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티브 스비커만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가능성 평가_주장하기) 

(CKL48KW)

  예(16)과 (20)는 주장을 표현하는 가능성 평가인데 '-(으)ㄹ 것이다'로 자신
의 주장을 일종의 가능성으로 표현하여 단언적 표현보다 완곡하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가능성 표현을 통하여 필자의 주장은 많은 가능성 중의 하나임을 표시
하고 독자는 이와 다른 주장을 제시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대화적 공간을 열
어 주었다. 예(18)은 배경 제시로 사용되는 가능성 평가인데 이럴 때 보통 이어
서 필자의 주장을 제시한다. 즉 먼저 일정한 배경 혹은 실태를 제시하고 이어서 
필자의 주장을 제시하거나 현재의 실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다. 예(18)에서는 조기 외국어 교육이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는 것을 배경으로 제시하고 이어서 필자는 비록 그런 문제가 있지만 조기 외국
어 교육을 규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예(17)과 (19)는 앞에서 나
온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되는 가능성 평가이다. 근거를 일종의 
가능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단언으로 표현한다
면 독자의 가능한 반박을 쉽게 일으킬 수도 있다.  
  가능성 평가를 통해 명제를 일종의 가능성을 표현하면 필자는 자신의 주장이 
단지 여러 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이며 독자들이 다른 주장을 가질 수도 있어 
협상이 가능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화적 공간을 열어 주었다. 즉 예상 독자의 가
능한 반론을 염두에 두고 예상 독자와의 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터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어 모어 화자는 항상 예상 독자를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가능성 평가를 사용하는 것은 
추측의 의미를 표현하거나 확실하지 않아서 모호하게 표현하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예상 독자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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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⑨>
연구자: (가능성 평가 표현 '-ㄹ 수 있다'를 사용한 문장을 가리키면서) 이런 문

장들이 마지막에 다 '-ㄹ 수 있다'를 사용하셨는데 어떤 의도로 사용하

셨어요? 어~다시 말해 왜 사용하셨나요?

CKL17: 음~~~좀 애매모호하게 말하려는 거였어요. 확실하게 말하면 좀 너무 주

관적일 거 같아서 그렇게 말했어요. 

연구자: 네, 그럼 혹시 추측한다는 것을 표현하시려는 거였어요?

CKL17: 아니요. 그냥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했어요.

연구자: 혹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과 관련이 있나

요? 그니까 나는 그냥 학생이다, 그래서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쓸 때 이와 같은 가능성을 표현하는 어휘나 문법을 사

용하는 것이 좋다, 혹시 이런 생각이 있으셨어요?

CKL17: 음~없었을 거 같아요. 그냥 뭐 좀 주관적일 거 같아서.

  CKL17은 인터뷰에서 '-(으)ㄹ 수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은 가능한 대안을 허
용하여 대화적 공간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단언보다 좀 완
화하게 말하려고 하였다고 하였다. 즉 이를 사용하는 것은 독자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자신이 확신이 없어서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비록 '-(으)ㄹ 수 있다'라는 가능성 평가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여전히 대화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완화하게 전개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CKL17은 인터뷰에서 권위
가 없어서 가능성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다른 것은 독자의 가능한 반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정
보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사용한 것이다.43) 

43) 이로 보아 캐플런(Kaplan, 2001)에서 동양에서는 모든 사람이 쓰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할 듯하다. 이와 같이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는 
글이라면 필자는 자신이 쓰는 권위가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을 것 같다. 만약 권위 있는 신문
에서 사설을 쓰거나 어떤 학문 분야의 권위적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 필자가 자신이 과연 
쓰는 권위가 있는지를 고려할 수도 있을 듯하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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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⑩>
연구자: ('-겠'을 사용한 문장들을 가리키면서) 요런 문장들에서 추측을 표시하

는 '-ㄹ 것이다'를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사용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CKL48: 음~그냥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꼭 그런 거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연구자: 네 혹시 이 글의 예상 독자에 대한 고려도 있었나요? 예를 들어, 독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으로 표현하지 않

는 게 더 좋다, 혹시 그런 의도도 있으셨나요?

CKL48: 음, 그런 측면도 있었을 거 같아요.

  CKL48은 독자의 반박에 대한 고려보다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
하려고 가능성 평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즉 독자 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하
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자가 혹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독자에 
가능한 반론을 고려한 것이냐고 물어볼 때 '그런 측면도 있었을 거 같다'고 한 
것을 보면 CKL48은 독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논의를 
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가능성 평가를 사용하는 것은 마틴과 화이트
(Martin & White, 2005)에서 언급한 '정보의 신뢰성'을 고려한 것이며 독자의 
가능한 반박을 고려하여 대화적 공간을 열어 두는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글을 쓸 때 예상 독자와의 대화 의식이 약하고 
다소 일방적으로 논증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여 준 것이다.

나. 개인 관점

  전술하였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개인 관점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
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주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때 개인 관점을 사용한 
데 비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주장 제시와 근거 제시로 두루 사용하였다. 
  맹강(2017ㄱ: 100)에서 중국과 한국의 신문 사설의 개입을 분석한 결과, 한국 
사설에는 개인 관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중국 사설에는 조금만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증적 텍스트에도 개인 관점은 거



- 117 -

의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면 아마 한국의 논증적 텍스트에서는 개인 관점을 많
이 사용하지 않는 관습이 있을 듯하다. 아래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에서 추
출한 예이다.

(21) 그런데 조기 외국어 교육은 진정 바람직한가? 필자는 조기 외국어 교육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자. 

(KNS20KW)

  예(21)은 서론에 나타났는데 조기 외국어 교육에 대한 필자의 주장인 '조기 
외국어 교육이 바람직하지 않다'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 관점을 나타내
는 표현을 통하여 이는 필자의 주장뿐이고 다른 가능한 대안도 있을 수가 있어 
대화적 공간을 열어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KNS20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터뷰 자료⑪>
연구자: 첫 번째 단락에 올라가시면 어 뒤에서 두 번째 문장 '필자는 모모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모모다고 생각한다는 표현 사용하셨는데 (네) 혹시 그 

때 주장 표시하시려는 건가요? (네) 어 그러면 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뭐 '필자는 조기 외국어 교육', 아냐 아냐, '조기 외국어 교육이 바람직하

지 않다' 하고 '필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두 가지 표현 혹

시 뭐 차이가 있나요?

KNS20: 아, 바람직하지 않다로 끝나는 거랑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랑 

(네) 음~ 약간 다른 게 있는 거 같긴 해요. (예) 왜냐면 모모라고 생각한다

는 좀더 너무 단언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아서 좀 거부감을 약화시킨

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까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독자로 하여금 너무 

강 강하게 다가올 거 같아서 (네) 생각한다를 선택한 거 같아요. 

  인터뷰에서 KNS20은 독자의 거부감을 약화시키고 주장을 완화하게 표현하
기 위해 개인 관점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독자의 가능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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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해서 자신의 주장을 완화하여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높은 독
자 의식을 보여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달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개인 관점을 많이 사용
하고 근거 제시와 주장 제시로 두루 사용하였다. 아래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22) 그래서 조기교육은 바로 이 황금시기를 이용해서 아이에게 외국어 교육을 

강화시켰다.(중략) 이는 응시교육과 취업 경쟁을 대응하기 위해 하는 행동

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소질 계발에도 도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 관

점_근거 제시) (CKL62KW)

  예(22)에서 CKL62는 본론에서 '(이)라고 생각하다'로 개인적 관점을 표시하
여 조기 외국어 교육을 찬성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아래 예
처럼 주장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23) 내가 조기 외국어 학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계적으

로 영어는 아주 중요한다. 뿐만 아니라 모국어와 외국어를 다 파악할 수 있

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언제 외국어를 배운지도 중요하다. 나는 조

기 외국어 학습이 맞다고 생각한다.(개인 관점_주장하기) (CKL71KW)

 

   예(23)에서는 CKL71은 개인 관점으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개인 관점을 사용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달리 중국인 한국어 학
습자들은 대화적 공간을 열어 주기보다는 단지 개인의 관점임을 표시하려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뷰 자료⑫>
연구자: (개인 관점 표현을 사용한 문장들을 가리키면서) 이런 문장들이 다 개인 

관점을 표시하는 '-다고 생각한다', '-다고 본다' 등 표현을 사용하셨는

데 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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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L71: 아, 저는 이것이 나의 생각임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내용이 좀 주관적일 

거 같아서 그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인터뷰 자료⑫>를 통해 알 수 있듯이 CKL71은 독자의 가능한 반박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정보의 신뢰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독자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② 객체화
  
  객체화는 다시 인정과 거리로 나누어진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객체화 사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객체화
CKL_KW .0342 .0377

.106
KNS_KW .0623 .0483

인정
CKL_KW .0145 .0293

.784
KNS_KW .0118 .0211

거리
CKL_KW .0197 .0278

.032*

KNS_KW .0505 .0411

<표 Ⅲ-12> 중국인과 한국인의 한국어 작문의 객체화 비교

  (*p<.05, **p<.01, ***p<.001)

  <표 Ⅲ-1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거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는데 한국어 모어 화자가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인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에서는 객체화를 
통해 필자가 해당 명제를 외부적 자원에 귀속시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텍
스트가 더욱 대화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向平·肖德法(2009: 24)에 의하면 객
체화로 제3자의 목소리를 도입하여 더욱 완화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따라
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객체화를 많이 사용한 것은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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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화적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가 거리를 잘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다소 중국어 작문 관습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
다. 

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객체화
CKL_CW .0244 .0241

.438
CKL_KW .0342 .0377

인정
CKL_CW .0000 .0000

.100
CKL_KW .0145 .0293

거리
CKL_CW .0244 .0241

.649
CKL_KW .0197 .0277

<표 Ⅲ-13> 중국인의 중국어와 한국어 작문의 객체화 비교

  <표 Ⅲ-13>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중국어 
작문에서도 거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다. 그리고 맹강(2017ㄱ: 101)에서 중국과 한국의 신문 사설의 개입을 
분석한 결과, 중국 사설에는 거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한국 사설에는 거리
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
자가 거리를 잘 사용하지 않은 것은 중국어 글쓰기 관습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
다. 

가. 인정

  인정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에서 모두 발견되었
으며 맹강(2017ㄴ: 136)에 의하면 인정은 주로 서론이나 본론에 나와 배경 제시
하기의 기능을 수행한다. 아래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24) 조기 외국어 학습의 열풍이 불고 있다. 이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현상이 아

니며, 다른 아시아 국가인 중국에서도 조기 외국어 학습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인정) (KNS05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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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든 중국이든 조기 외국어 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

다.(인정) 저는 조기 외국어 교육을 찬성한다. (CKL48KW)

  예(24)에서는 인정이 서론에 나타나 조기 외국어 학습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외부의 목소리로 논증 전개를 위한 배경을 제시하였다. 예(25)에서도 마찬가지
로 CKL48은 서론에서 조기 외국어 학습에 관한 자료를 인용하여 이어서 자신
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인정으로 배경을 제시하는 것은 상호텍스트적 가정보다 
필자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외부의 목소리를 도입하기 때문에 논증적 텍스트
에서 논증을 전개하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나. 거리

  맹강(2017ㄴ: 137)에 의하면 거리는 주로 상대 입장을 언급할 때 사용된다. 
아래의 예를 통해 거리를 살펴보자.

(26) 물론 조기 외국어 교육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 역시 존재하다. 그중 하나는 

지나친 사교육 경쟁을 부추겨 사교육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이론 인하여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주장이다.(거리) (중략) 또 다른 비판은 조기 외국어 

교육이 아동의 모국어 습득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거리) (KNS18KW)

(27) 물론 조기 외국어 학습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한국에서 미리 외국어를 배워

놔야 나중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거리) 

(KNS27KW)

(28)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어린 나이에 놀아야지, 그 숙제가 많으면 나중

에 공부를 싫어할지도 모른다.(거리) (CKL25KW)

  예(26)과 (27)는 모두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에서 추출된 거리이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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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 화자는 거리를 통해 예상 반론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거리를 통해 자신
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독자의 예상 반론을 고려해서 한 것이며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예(28)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작문에서 자
신의 입장과 다른 주장을 언급한 예이다. CKL25는 조기 외국어 학습에 찬성하
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말을 텍스트에 도입하여 가능한 반대의 
목소리를 제시하였다. 거리에 대해 반대 부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2) 대화적 공간 축소

① 선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선언 사용에 있어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선언
CKL_KW .1842 .1360

.227
KNS_KW .2352 .0558

동조
CKL_KW .0104 .0199

.000***

KNS_KW .0622 .0325

승인
CKL_KW .0376 .0580

.214
KNS_KW .0632 .0463

공표
CKL_KW .1362 .1012

.418
KNS_KW .1097 .0628

<표 Ⅲ-14> 중국인과 한국인의 한국어 작문의 선언 비교

(*p<.05, **p<.01, ***p<.001)

    <표 Ⅲ-1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
자는 선언 총계, 승인, 공표 사용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동조 사용에
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선언 사용이 중국어 작문 
습관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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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선언
CKL_CW .2767 .1332

.093
CKL_KW .1842 .1360

동조
CKL_CW .0485 .0354

.002*

CKL_KW .0104 .0199

승인
CKL_CW .0334 .0436

.835
CKL_KW .0376 .0580

공표
CKL_CW .1949 .1143

.179
CKL_KW .1362 .1012

<표 Ⅲ-15> 중국인의 중국어와 한국어 작문의 선언 비교

(*p<.05, **p<.01, ***p<.001)

  <표 Ⅲ-15>에서 보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중국어 작문에서 동조를 유
의미하게 많이 사용하였는데 한국어 작문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이 
주의할 만하다. 중국어 작문에서 보다 동조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인터뷰에
서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인터뷰 자료⑬>
연구자: 여기 중국어 작문 보면 여기는 약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언급했잖아요. 근데 한국어 작문을 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중국어 작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언급했는데 한국어 작문에서 왜 언급하지 않았죠?

CKL17: 음~글쎄요, 그냥 저는 많이 생각하지 않았고 중국어 작문은 그냥 생각대

로 썼고 쓰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의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음을 생각

해서 썼어요. 한국어로 쓸 때도 그냥 생각대로 썼고 그냥 다른 사람의 

입장이 생각 안 났어요.

연구자: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언급한 거 아니

라는 말씀이신가요?

CKL17: 네, 그래요.

  인터뷰에서 CKL17은 뚜렷한 독자 의식을 갖고 동조를 사용한 것이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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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썼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동조를 사용하는 
것은 다소 우연성이 있을 것이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독자 의식이 부
족함을 말해 줄 것이다. 아래에서 예를 들면서 동조, 승인, 공표를 살펴보도록 
한다.

가. 동조

  동조는 논증적 텍스트에서 주로 예상 반론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데 한국어 
모어 화자가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였다는 것은 예상 반론에 대해 충분히 고
려했음을 말해 준다. 다음의 예를 통해 살펴보자.

(29) 물론 미리 외국어를 학습한 아이가 앞으로 다가올 입시전쟁에 조금 더 유리

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도 있으나,(동조, 가능성 평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양한 창의적인 경험과 자유로운 활동

이다. (KNS10KW)

  예(29)에서는 KNS10이 동조를 통해 조기 외국어 교육을 받는 장점을 명확히 
인정하고 바로 반대를 통해 필자의 반대 주장을 제시하였다. 즉 먼저 조기 외국
어 학습은 입시에 유리하다는 예상 독자의 가능한 주장을 제시하고 그것이 절
대적인 것이 아니고 아이에게 창의적 경험과 자유로운 활동이라는 필자의 주장
으로 예상 독자의 가능한 반론을 반박하였다. 이와 같이 동조의 내용은 일부 독
자가 가질 수도 있는 주장이고 이와 같은 외부의 목소리를 도입하면 다성적 배
경을 구축할 수 있어 더욱 대화적이다. 동조를 제시한 후 바로 필자의 주장을 
제시하고 필자의 논증을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명확히 가능한 반
대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예상 독자를 고려하였음을 말해 준다. 그리고 가능성
을 표시하는 '-(으)ㄹ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 명제를 완화하였다. 비록 중
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동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예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서도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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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물론 어떤 사람이 유아동의 외국어 교육은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은 것입니다.(동조) 유아동기에 언어를 배울 때 스트

레스를 받게 되면 오히려 언어 습득에 방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는 아직 지식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언어가 아이에게는 

똑같습니다.(반대) 다 새로운 지식입니다. 모국어와 외국어는 어른들의 정

의입니다. 그래서 유아동기에 외국어 교육은 언어 교육을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CKL53KW)

  예(30)에서는 CKL53은 조기 외국어 학습에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예
상 독자의 반박을 고려해서 조기 외국어 학습의 가능한 문제점을 명확히 언급
한 것이다. 즉 먼저 조기 외국어 교육은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예
상 반론을 언급하고 필자 자신의 견해로 반박을 하였다. 이와 같은 예는 작문을 
쓸 때 CKL53은 독자의 가능한 반론을 고려했음을 보여 준다. 

<인터뷰 자료⑭>
연구자: 여기서 '물론 뭐뭐뭐' 이 문장은 다른 사람이 가질 수도 있는 주장을 언

급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언급하는 의도는 무엇

인가요?

CKL53: 음,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가능한 입장을 제시하고 반박하는 것은 혹시 설득

력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CKL53: 네네.

  인터뷰에서 CKL53은 예상 독자의 가능한 반론을 인식하였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CKL53은 글에 제시한 다음에 이에 대한 반박도 하였다. 하지만 CKL53
처럼 예상 독자를 인식하고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반박하는 학습자가 많지 않
았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개입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
다는 것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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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인

  승인은 외부의 목소리에 기반을 두고 필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믿을 만하고 
부정할 수 없는 명제가 된다. 이러한 승인 자원은 보통 근거 기반 가정, 공표, 
반대 등을 지지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된다. 승인 사용에 있어 중국인 한국어 학
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13편 작문에서 7편에만 승인 자
원이 나타난 데 비해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14편 작문에서 12편에 승인 자원
이 발견되었다. 이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논증을 할 때 외부의 자원을 동원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 116)에서는 논증적 
텍스트에서 필자가 절대적 용어로 핵심 주장을 내세울 때 가장 전형적인 것은 
외부의 목소리를 도입하여 자신의 논증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이는 승인 자원
이 논증적 텍스트에서의 중요성을 말해 준 것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에
서 발견된 승인은 보통 연구결과, 보고서 등 객관 자료이고 구체적 출처도 밝혀
져 있었다. 조인옥(2014)에서는 한국어 논설문에서 연구결과, 통계결과 등 객관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맹강(2017ㄴ)에서 중국과 한국 
사설에 반영된 개입을 분석한 결과, 한국 사설에 나타난 승인은 주로 연구결과, 
통계 자료, 조사결과와 같은 객관 자료이지만 중국 사설에는 객관 자료 외에 고
전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고 많지는 않지만 가사, 광고 문
구, 드라마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논증적 텍스트에서 한국인과 중국인
이 선호하는 승인이 다를 수도 있다. 아래에 예를 통해 살펴보자.

(31) 둘째, 어릴 때 받는 다중 언어교육은 아이에게 큰 스트레스일 수 있다.(가능

성 평가) (중략) 실제로 Emma(1968)에 의하면 어릴 때의 이중 언어교육이 

어린이의 심리적, 지적, 언어적 발달을 저해한다.(승인) (KNS20KW)

(32) 우선, 영유아기의 다언어 교육은 스트레스와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언어장

애를 초래한다.(근거 기반 가정)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의 사교육 노출, 

이대로 괜찮은가"(김은영, 2016)에 따르면 아직 한국어의 음운 체계 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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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의 아이에게 여러 언어를 한꺼번에 교육시킬 경

우 오히려 뇌를 혼란시켜 언어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승인)(KNS44KW)

  예(31)에서는 KNS20은 서론에서 조기 외국어 교육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시
하고 이를 지지하는 하위 주장들을 제시하였다. 예(31)의 첫째 문장은 조기 외
국어 교육에 반대하는 주장을 지지하는 하위 주장이고 이어서 Emma(1968)의 
연구결과를 도입하여 하위 주장을 지지하였다. 예(32)에서 KNS44는 조기 외국
어 학습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영유아
기 다언어교육은 언어 장애를 초래한다는 하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소
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였는데 역시 구체적 출처도 밝혔다. 인터뷰를 통해 이렇
게 객관적인 자료를 인용하고 출처도 밝히는 것은 설득력을 높이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인터뷰 자료⑮> 
KNS20: 마지막으로는 논문이랑 자료들을 가져올 때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게 중

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도랑 글 쓰신 분들 이름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밝히려고 했어요. 

연구자: 그렇게 밝히시면 뭔가 뭐 신뢰성 높이시는 건가요? 

KNS20: 네. 

  인터뷰에서 KNS20은 논문이나 자료의 출처를 밝히면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자료의 출처를 밝히면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설득력
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승인 자원을 통하여 
외부의 목소리를 텍스트에 도입하고 다성적 배경을 이루면서 필자는 명제의 신
뢰성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가능한 대안을 배제하여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승
인은 외부의 목소리를 도입하기 때문에 분명히 대화적이며 가능한 대안을 배제
하기 때문에 대화적 축소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논증적 글에서는 저자가 보통 
외부적 자원을 통하여 논증을 지지한다(Martin ＆ White, 2005: 116). 중국인 한
국어 학습자의 작문에서도 승인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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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마지막으로 과학 연구에 따르면 언어를 많이 배우는 사람은 뇌가 더 예리하

다고 한다. 러더십도 보통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한다.(승인) 그러면 애기에

게 외국어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은 애기 뇌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CKL48KW)

(34) 또한 한국은 출구도향형 경제이기 때문에 외국과 교류, 무역, 그리고 협업할 

때 외국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승인) (CKL48KW)

  예(33), (34)에서는 CKL48이 사용한 승인인데 예(33)은 과학 연구의 결과를 
인용하는 것으로 신뢰성이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구체적 출처를 
밝히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예(34)는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한 말인지, 아니면 어떤 보고서나 연구의 결과인지가 불분명해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작문에 나타난 승인은 
모두 구체적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중국인 한국
어 학습자의 13편의 한국어 작문에서 고전이나 가사, 광고 문구, 드라마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중국어 작문에는 조금 나타났다. 

(35) 从最近几年热播的亲子节目，如《爸爸去哪儿》《爸爸回来了》中不难发现，

许多明星的孩子虽然年龄不足十岁，但其英语水平却高出一些成年人很多，黄

磊的妻子还曾在社交平台上晒出黄多多看英文原著的图片。(승인)这都是因为

他们从小就接受了英语教育的原因，而不是等到上小学了，甚至是等到小学三

年级了才开始接触ABC。(최근 몇 년 동안 인기 많은 예능 프로그램인 <아빠, 

어디가>, <아빠가 돌아와요>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듯이 많은 연예인의 자녀는 

10살도 안 되지만 영어 실력은 일부 성인보다도 훨씬 좋고 황뢰의 아내는 소

셜 플랫폼에서 황다다가 영어 원서를 읽는 사진도 올린 적 있었다. 이는 초등

학교부터나 초등학교 3학년부터 ABC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아니며 어릴 때

부터 영어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CKL53CW)

  예(35)에서 CKL53은 조기 외국어 학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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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근거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영어를 잘하는 연예인들의 자녀를 제시하
였다. 맹강(2017ㄴ)에 의하면 중국 신문 사설에도 이와 같은 승인이 나왔다. 따
라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논증적 글을 쓸 때 중국어 논증적 글쓰기 관습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인터뷰 자료⑯>
연구자: 여기서 연구결과를 인용해서 주장을 지지하셨는데 중국어 논설문 작성

할 때 보통 시나 속담, 고전에 나온 내용을 인용해서 논증을 하잖아요. 

한국어 작문을 쓸 때 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CKL48: 음~ 이 주제는 약간 그런 시나 속담, 고전 내용을 인용할 수 있는 주제 

아닌 거 같아요. 고전에 조기 외국어 교육에 관한 것도 없고 

<인터뷰 자료⑰>
연구자: 중국어 작문을 쓸 때 보통 시나 속담, 고전에 나온 내용을 인용해서 논

증을 하잖아요. 한국어 작문을 쓸 때 왜 그런 거를 인용해서 논증하지 

않으셨어요?

CKL23: 고전 내용 인용하는 것은 저한테 좀 어려워요. 한국어로 긴 글을 요약해

야 되잖아요. 아예 이런 조사결과가 더 간결하고 인용하기가 편해요. 

  인터뷰 자료를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고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글의 주제와 자신의 한국어 능력과 관련되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본 연
구의 글쓰기 과제의 주제는 '조기 외국어 교육'이기 때문에 고전과 크게 관련되
지 않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고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44) 그리고 
44) 주제 이탈이 되겠지만 선행연구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글을 쓸 때 '스토리 

논거'(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나 속담 같은 고전
을 인용한다고 밝혀져 있는데(조인옥, 2014; 제효봉, 2015) 이는 주제와 관련되지 않을까 싶
다. 조인옥(2014)의 쓰기 과제 주제는 '체벌'인데 교육과 관련되는 것으로 교육에 관한 고전을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학생들도 다소 체벌을 당한 적이 있어 자기 자신이나 주변 친
구의 체벌 경험을 인용하는 가능성도 높아진다. 제효봉(2015)에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중국
에서 주최하는 백일장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제는 '인연', '거울'과 같은 삶의 이치나 철학과 
관련되는 것으로 중국의 고전에는 그런 것과 관련되는 내용이 많아 고전을 인용하는 가능성
이 높아진다. 또한 백일장에 나간 학생들이 모두 각 대학에서 가장 우수한 한국어 능력을 가



- 130 -

고전을 요약하여 번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
자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다. 공표

  공표는 주로 주장을 강력히 내세울 때 사용된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36) 조기 외국어 교육은 그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공표) 

(KNS44KW)

(37) 요컨대 효율성과 한국적 맥락으로 보아 조기 외국어 교육은 필요하다.(공표) 

(KNS18KW)

  예(36)에서는 KNS44가 서론에서 조기 외국어 교육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밝
히는 데 사용한 것이다. 서론에서 주장을 밝힌 다음에 보통 본론에서 하위 주장
과 이를 지지해 주는 근거를 들어 논증한다. 예(37)에서는 KNS18이 결론에서 
서론과 본론에서 논증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주장을 강조하는 데 사용하였
다. 공표45)는 보통 근거 기반 가정과 같이 어떤 구체적 근거의 지지를 받아 제
시된다. 

(38) 가난한 가정은 이런 부담이 감당할 수 없다. 계속 이렇게 된다면 양극화 현

상이 더 심해진다. 그래서 지금부터 언어열풍이 막아야 한다.(공표) 

(CKL25KW)

진 학생들이라서 중국의 시나 속담을 번역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진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
한 학생이라면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시를 인용하고 싶어도 한국어 능력의 한계로 번역
하지 못할 것이다. 즉 승인의 사용은 글쓰기의 주제와 한국어 능력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45) 공표 외에 근거 기반 가정, 이어서 논의될 반대, 부정도 주장을 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표는 필자의 명확한 개입이나 강조가 포함되는 반면에 근거 기반 가정, 반대, 부정
은 그렇지 않다. 물론 반대나 부정으로 예상 반론을 반박할 때 필자의 명확한 개입이나 강조
가 수반되기도 할 것이지만 이는 해당 명제가 부정 혹은 반대이면서 공표이다(맹강, 2017ㄴ: 
145). 



- 131 -

  예(38)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공표인데 역시 주장
을 내세울 때 사용되었다. CKL25는 조기 외국어 학습으로 인해 교육의 양극화 
심각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언어열풍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
을 내세웠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공표 사용은 크게 다
르지 않았다.

② 부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부인 사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t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부인
CKL_KW .0553 .0455

.000***

KNS_KW .1852 .0729

부정
CKL_KW .0148 .0251

.006**

KNS_KW .0510 .0358

반대
CKL_KW .0405 .0453

.000***

KNS_KW .1343 .0585

<표 Ⅲ-16> 중국인과 한국인의 한국어 작문의 부인 비교

(*p<.05, **p<.01, ***p<.001)

  <표 Ⅲ-16>에 의해 부인, 부정, 반대 사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 한국어 모어 화자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 118)에 의하면 부정은 
긍정에 대한 단순한 논리적 대립이 아니라 긍정의 가능성도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명제를 부정하는 것은 가능한 긍정도 대화에 도입하여 그것의 존재를 인
정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李長忠·眭丹娟(2012: 69)에서는 부정은 긍정적 명제
를 대화에 도입하는 것인데 긍정적 의견은 일부 예상 독자가 가질 입장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李長忠·眭丹娟(2012: 69)에 의하면 반대의 사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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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된 명제를 텍스트에 도입하는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필자가 가능한 모든 의견을 고려한 모습으로 보이지
만 실제로 이는 필자가 반대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명제를 제시하고 독자
가 이를 인정하도록 하는 전략이라고 하였다. 반대를 통해 서로 다르거나 대립
적인 관점을 한 데 묶어 서로 다른 입장을 인정하고 살펴볼 수 있어 중요한 설
득 전략이다(向平·肖德法, 2009: 25). 즉 부정과 반대를 사용하는 것은 논증적 
텍스트에서 매우 중요한 설득 전략이고 이는 독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시 반박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부정과 반대를 잘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다음 표에서 
보듯이 중국어 작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부인
CKL_CW .0855 .0572

.150
CKL_KW .0553 .0455

부정
CKL_CW .0069 .0168

.352
CKL_KW .0148 .0251

반대
CKL_CW .0787 .0532

.061
CKL_KW .0405 .0453

<표 Ⅲ-17> 중국인의 중국어와 한국어 작문의 부인 비교

  <표 Ⅲ-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중국어 작문에서
도 부정과 반대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
지 않았다. 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중국어로 글을 쓸 때도 부정과 반대를 
잘 사용하지 않았고 한국어로 글을 쓸 때도 부정과 반대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

가. 부정

  부정은 긍정에 대한 단순한 논리적 대립만이 아니라 긍정의 가능성도 포함된
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에서 부정은 가능한 반론을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
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맹강(2017ㄴ)에서 중국과 한국 사설에도 부정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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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대 입장을 부정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맹강(2017ㄱ)에 의하
면 중국 사설은 한국 사설보다 부정을 적게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중국인 한국
어 학습자도 부정을 덜 사용하였다. 이는 아마 중국에서 부정을 통해 상대 입장
을 부정하는 경향이 잘 없고 상대 입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음을 보여 줄 
것이다. 아래의 예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39) 물론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럽게 다른 언어를 배우게 하는 것은 다 컸을 때 

배우는 거보다 발음이나 표현에 더 융통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

은 어디까지나 자연스러운 습득을 통해서일 것이고 어학원을 다니며 영어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은 습득이 아닌(부정) 학습의 개념이 되어버리기 때문

에 모국어를 배워가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움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KNS10KW)

(40) 그중 하나는 지나친 사교육 경쟁을 부추겨 사교육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이로 인하여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주장이다. 영어 유치원 등록금이 여타 보

육시설에 비해 갑절로 비싸고, 각종 학원과 학습지 비용을 감안하면 이러한 

시각은 일견타당하다. 그러나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부정)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 문제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함

으로써 개설할 수 있다.(가능성 평가)(KNS18KW)

  예(39)에서는 KNS10이 조기 외국어 교육에 찬성하는 입장의 가능한 반박인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배우면 발음과 표현이 더 융통성이 크다는 것을 제시하
고 이는 자연스러운 습득을 통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반박하였다. 그리
고 어학원에 다니는 것은 습득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학습의 개념이라는 필자의 
주장을 제시하였다. 부정의 전후에 모두 이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제시되었
다. 예(40)에서는 조기 외국어 교육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주장을 언급하
고 이런 주장이 일견타당하다고 평가한 다음 조기 외국어 교육 반대자들이 가
질 수도 있는 이런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부정하였다. 이어서 바
로 가능성 평가로 자신의 주장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전술하였듯이 마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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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Martin & White, 2005: 118)에 의하면 부정은 가능한 긍정을 텍스트에 
도입하고 그것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다시 부정한다. 예(40)에서는 KNS18은 지
나친 사교육으로 인해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한다는 독자의 가능한 반박을 제시
하고 이는 해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는 해결 불가능한 것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음을 인정하고 다시 이런 주
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부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 모어 화자는 부정을 통
해 상대 입장을 제시하여 반박할 때 다른 다성적 목소리와 같이 사용하여 설득
력을 높여 주었다. 이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인터뷰 자료⑱> 
연구자: 먼저 어떤 거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긍정적인 거를 즉 내가 주장하

고 싶은 거를 제시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이렇게 쓰시는 거는 특별한 목

적이나 아니면 이렇게 쓰면 뭔가 설득력이 있다, 그런 기능 같은 거 있나

요? 

KNS15: 네, 저는 좀더 근거가 뭐 설득력 있어 보이려구 그렇게 썼어요. 

  <인터뷰 자료⑱>에서 KNS15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려고 부정을 하고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쓰는 것은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주
장을 부정하고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므로 상대 입장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더욱 설득적이다. 부정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적
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41) 아이들 위해도 언어학원을 다녀야 된다. 꼭 다니는 것 아니라(부정) 아이들

은 어렸을 때 적당한 공부한다면 도움이 있다.(CKL25KW) 

(42) 또한,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 조기교육으로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자기 나라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부정)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인을 상대로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CKL53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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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많은 사람들은 조기 외국어 학습은 아이들에게 보람을 주고 좋은 성장을 영

향을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거는 아니라(부정) 아이들에게는 그때의 

공부가 재미이고 도전이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성장의 필수이

다.(CKL71KW)

  예(41)에서는 공표로 어학원에 다녀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는데 이어서 바
로 '꼭 다니는 것 아니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였다. 이는 전후 모
순이 된다. 그리고 예(42)에서는 단지 일반적인 상식을 말하는 것으로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가 필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배경을 제시하는 것이며 예상 
독자의 가능한 반대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이숙희(Lee, 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숙희(Lee, 2006: 295)에서는 미숙한 필자의 작문에서 
부정으로 일반 상식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예(43)에서 
CKL71은 다른 사람이 외국어 학습이 아이들에게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입
장을 언급했다. 이 입장은 사실 조기 외국어 교육에 찬성하는 입장일 것이다. 
그러나 CKL71은 조기 외국어 교육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찬성 입
장을 부정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파악되지 못하며 이에 대한 반박도 설득력
이 약하고 다른 다성적 목소리와 결합하여 사용하지 않기도 하였다. 위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달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부정을 
통해 독자의 가능한 반박을 부정하고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 반대

  반대는 주로 앞에 나온 입장과 다른 입장을 제시할 때 사용되며 상호텍스트
적 가정, 거리, 동조와 결합하여 앞에 제시된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앞의 
주장과 다른 필자의 주장을 제시하는 데 사용된다(맹강, 2017ㄴ: 139-141). 아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어 모어 화자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보다 반대를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반대를 지극히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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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예상 반론에 대
한 고려가 부족하였음을 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
어 모어 화자가 반대의 기능별 사용이 양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 통계적 검정을 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주장 제시
CKL_KW .3077 .4349

.000***

KNS_KW .9381 .1267

문제 지적
CKL_KW .1538 .3152

.342
KNS_KW .0619 .1267

<표 Ⅲ-18> 중국인과 한국인의 한국어 작문의 반대 기능별 비교

(*p<.05, **p<.01, ***p<.001)

  <표 Ⅲ-18>에 의하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 비해 한국어 모어 화자는 반대
의 주장 제시 기능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표 Ⅲ-18>의 기
술통계량을 통해 한국어 모어 화자는 주장 제시 기능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Ⅲ-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중국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에서 반대의 주장 제시와 문제 지적 기능
의 사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모국어 작문 관습의 영향을 받았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주장 제시
CKL_CW .5513 .4324

.165
CKL_KW .3077 .4349

문제 지적
CKL_CW .2949 .3798

.313
CKL_KW .1538 .3152

<표 Ⅲ-19> 중국인의 중국어와 한국어 작문의 반대 기능별 비교

  반대는 필자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논증적 텍스트에서 보통 예상 독자의 
가능한 반박을 표시하는 개입과 결합하여 사용된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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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반대는 주로 동조와 거리와 결합하여 사용되었다. 아래에서 예를 들어 살
펴보도록 한다.

(44) 물론 조기 외국어 교육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 역시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지나친 사교육 경쟁을 부추겨 사교육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이로 인하여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주장이다.(거리) 영어 유치원 등록금이 여타 보육시설

에 비해 갑절로 비싸고, 각종 학원과 학습지 비용을 감안하면 이러한 시각

은 일견타당하다. 그러나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반대) 지나친 사교

육비 지출 문제는 국공립 보유시설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

써 개설할 수 있다.(KNS18KW)

  예(44)는 반대가 거리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예인데 KNS18은 우선 독자의 가
능한 반론을 언급하고 '그러나'를 통해 필자의 반박을 제시하였다. 이는 리우
(Liu, 20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리우(Liu, 2015: 156)에서는 거리로 예상 
독자의 가능한 반박을 제시하고 이어서 필자의 논증을 구축하는 경우가 발견되
었다. 즉 필자가 예상 반론을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논증하는 것이
다. 그리고 예(44)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도 가능성 평가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렇게 거리를 통해 예상 반론을 언급하고 반대를 통해 필자의 반
박을 제시하는 것은 예상 독자를 고려한 것이며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인터뷰 자료⑲>
연구자: 그리고 글을 쓰실 때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할까, 좋은 점이 있는데 뭔

가 다른 사람의 예상 반론을 얘기하고 바로 '하지만' 아니면 '그러나' 같

은 거를 통해서 바로 반박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혹시 뭐 설득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쓰셨나요?

KNS27: 네, 저는 글 쓸 때 그 저도 어떤 글을 읽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은

데'라는 의구심을 생길 때 다음에 바로 '물론 독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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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렸다는 거를 알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도 쓰라고 하긴 하셨지만 이게 아마 없

었더라도 썼을 거 같아요. 

  인터뷰에서 KNS27은 독자의 가능한 반론을 언급하고 반박하는 것이 더 설득
력이 있다고 하였다. 특히 KNS27은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쓰라고 하지 않아
도 썼을 것이라고 한 것은 높은 독자 의식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5) 물론 어렸을 적부터 자연스럽게 다른 언어를 배우게 하는 것은 다 컸을 때 

배우는 거보다 발음이나 표현에 더 융통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동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연스러운 습득을 통해서일 것이고 어학원을 다니며 

영어수업을 받게 하는 것은 습득이 아닌 학습의 개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모국어를 배워가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움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반대) 

(KNS10KW)

  예(45)에서는 반대가 동조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인데 우선 동조를 통해 상
대 입장을 언급하고 대립을 표시하는 연결어미 '-지만'을 통해 필자의 주장이 
상대 입장과 다름을 표시하고 필자의 주장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주
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같이 제시하였다. 이렇게 우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언
급하고 반박하는 것은 역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한편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 
중 반대와 승인을 결합하여 사용해서 설득력을 높이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46) 어릴 때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에 더 좋다고 주장한 학자들이 대부분 드

는 근거가 '결정적 시기' 가설이다. 이는 12-14세 이전의 시기가 언어습득의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기라는 가설이다. 그런데 Milner(1960)가 연구한 바 이 

가설은 신경생리학적 근거가 결과를 논리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부실한 

근거임을 밝혔다. (반대+승인) (KNS20KW) 

  
  예(46)에서 KNS20은 상호텍스트적 가정으로 반대 입장의 근거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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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와 승인을 통해 상대 입장의 근거를 반박하였다. 이렇게 승인으로 외부 자
원을 도입하여 반박하는 것은 보다 설득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는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인터뷰 자료⑳>
연구자: 어, 그리고 그 뒤에 '그런데' 이분의 어 연구를 인용해서 (네) 뭐 위 위에 

뭐 앞에서 제시된 뭐 그런 가설을 대한 반박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

시는 거는 뭐 약간 앞의 내용은 반대 입장의 그런 주장이고 그 뒤에는 

나의 입장 제시하시는 거겠죠? (네) 그러면 이케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

를 인용해서 주장 제시하시는 것은 혹시 설득력을 더 높이시려는 목적

이 있었어요?

KNS20: 네. 

  위 인터뷰 자료를 통해 KNS20은 반대와 승인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설
득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달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이러한 사용을 거의 하지 않았다. 

(47) 취업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 다양한 외국어를 능숙한 인재가 급히 필요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양 사람들이 서양권 언어가 모국어와 아주 다르기 때

문에 배우기가 아주 어렵다고 생각한다.(반대) (CKL62KW)

  예(47)에서는 서론에 나온 예인데 상호텍스트적 가정으로 화제를 도입한 후 
반대를 사용한 것이다. 여기서 반대를 사용한 것은 어떤 실태의 문제를 지적하
거나 상대 입장에 대한 필자의 반박을 하려는 것이 아닐 것이다. CKL62는 이렇
게 반대를 사용하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았다. 

(48) 조기 외국어 교육을 받고 아이들 자신이 더 좋은 외국어 수준을 가질 수 있

고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 특히 조기 외국어 교육 중에 

영어의 비율이 큰 자리를 차지하여 아이들은 좋은 영어 수준을 가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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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데 장래에는 글로벌 시약이 있는 인재가 되는 것에도 힘을 준

다. 그런데 조기 외국어 학습을 위하여 부모는 돈을 주어야 하고 아이는 여

유 시간을 줘야 한다.(반대)  (중략) 교육 비용 부담이나 계급 갈등 등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치원을 비롯하여 조기 외국어 학습 의무 교육이 실시

하는 것은 필요하다.(CKL67KW)

(49)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어린 나이에 놀아야지, 그 숙제가 많으면 나

중에 공부를 싫어할지도 모른다. (거리)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어린 나이에도 

공부를 필요하다. (반대) (CKL25KW)

  예(48)에서는 반대 앞의 내용은 조기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논증하는 것으
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CKL67은 반대를 통해 조기 외국어 교육이 시간과 비
용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이어서 조기 외국어 교육의 의무화를 제안하였다. 예(49)에서는 거리를 통해 
상대방의 가능한 반론을 제시하고 반대로 이를 반박하고 필자의 주장을 제시하
는 예이다. 예상 독자의 가능한 반론을 언급하고 반박하는 것이 독자 의식을 보
여 주는 것이지만 반대를 지지해 주는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한국
어 모어 화자와 달리 주로 단성적 목소리와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거리
와 반대의 결합 사용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작문에서 지극히 적게 나왔
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에서 반대와 기타 
개입과의 결합 빈도를 통계했는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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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반대와 기타 개입의 결합 빈도

  
  [그림 Ⅲ-1]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어 모어 화자는 주로 동조+반
대, 거리+반대를 사용하였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이와 달리 다양한 개입과 
결합하여 사용하였고 빈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경향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웠
다.46) 이를 통해서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독자 
고려가 부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논의에 의하면 한국어 모어 화자는 독자 의식이 강하고 독자의 가능한 
반론을 제시하고 반대로 그것을 반박하고 설득력을 높였다. 그리고 반대를 사
용할 때 다른 다성적 목소리와의 결합 사용을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인 한
국어 학습자는 동조와 반대, 거리와 반대의 결합 사용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반
대를 사용할 때 다른 다성적 목소리와의 결합 사용도 거의 하지 않았다.
  위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에 반영된 개입 사
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논증적 글을 
쓸 때 독자를 잘 고려하지 않고 대화성이 약하였으며 한국어 모어 화자는 글을 

4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논증적 텍스트에 반영된 반대의 빈도는 총 8번이었다. 비록 
가능성 평가와 결합하여 사용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사용 빈도
가 낮기 때문에 경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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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과정에서 높은 독자 의식을 가지고 대화성이 강하였다. 그리고 중국인 한
국어 학습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 개입을 결합하여 쓰는 능력이 부족하
고 다양하게 개입을 쓰는 능력도 부족하였다. 또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
국어로 논증적 글을 쓸 때 중국어로 논증적 글을 쓰는 습관의 영향을 받았다. 
물론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어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었다. 이는 코너(Connor, 
2008: 312)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현재의 세계에서 서로 다른 나라의 글쓰기 관
습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개입 사용은 많은 변인의 상
호작용적 영향을 받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4. 개입 사용의 요인

  문화 간 수사학 관점에서 학습자들의 쓰기 양상의 원인을 해석할 때 보통 대
문화(big culture)와 소문화(small culture)의 측면에서 접근해 왔다. 대문화는 한 
나라의 사고 방식, 쓰기 관습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소문화는 학습자의 모국어
와 외국어 쓰기 학습 과정, 학습자가 외국어 작문에 대한 인식 등을 가리킨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 대문화보다 소문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
다. 하지만 학습자가 글을 쓸 때 어느 한 요인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
한 요인의 상호작용에서 글을 쓴다. 따라서 다음에 대화문와 소문화의 측면에
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개입 양상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

1)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

  중국의 의론문(議論文)은 夏丐尊·葉紹鈞(2008: 655)에 의하면 필자가 자신
이 주장하는 판단을 논증함으로써 반대 입장을 갖는 독자를 설득하는 글이다. 
의론문은 필자가 자신의 판단을 제시하여 논술하는 입론문(立論文)과 다른 사
람의 판단을 반박하는 박론문(駁論文)으로 나누어진다(夏丐尊·葉紹鈞,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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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입론문은 필자의 입장을 제시하고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논증하면 되고 
보통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박론문은 처음부터 자신
이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반박하고 그런 입장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논증
하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입장을 제시하기도 한다. 박론문은 보통 자신이 동의
하지 않는 입장을 반박하는 데 사용된다. 현재 학교에서 입론문을 위주로 가르
치고 있고 중국에서 말하는 의론문은 대체 입론문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47).
  중국의 의론문48)은 논점, 논거, 논증 3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논점은 '무엇을 
증명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논거는 '무엇으로 증명하는가'와 관련
되는 문제이며 논증은 '어떻게 증명하는가'의 문제이다. 논점은 '필자가 논술될 
사물 혹은 문제에 대한 주장, 관점과 갖는 태도'이다(丁法章, 2012: 111). 의론문
에서 필자는 논점을 통해 명확하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한다. 논점은 총논점(總
論點)과 분논점(分論點)으로 나뉘는데 총논점은 중심논점이라 하기도 하고 글
의 모든 관점에 대한 요약으로서 글에서 일관적이어야 한다. 분논점은 논술되
는 부분의 논점이며 논증되어야 되지만 의론문의 총논점에 대해 논거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총논점은 의론문의 핵심으로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이다. 
  논거는 논점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근거와 논점을 증명하고 설명하는 증거
이다(丁法章, 2012: 113). 독자들이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논

47) 호남성 상덕시 2010-2011년 중·초등학교 교사 원격 교육(湖南省常德市2010年-2011年中小

学教师全员继续教育远程培训) 자료에 의하면 논증은 주로 입론과 박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입
론은 필자의 입장에서 논증을 하는 것이며 박론은 반대 입장을 반박하는 입장에서 논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로 입론을 위주로 하여 의론문을 쓴다. (http://elearning.teacher.com.cn/cms/d
etail/articleDetail.action?project=882&toolsId=5&pageType=classroom&blockId=4015&toolsConten
tId=194481) 

48) 중국어 의론문 관련 내용은 丁法章(2012)에 의해서 작성하였다. 丁法章(2012)은 1985년에 발
행된 중국의 첫 번째 뉴스 평론 교재로서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현재 5판이 발행되었다. 그
리고 이 교재는 중국의 '제 11번째 5개년계획' 기획 교재로서 권위 있는 교재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교재는 뉴스 평론 교재로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쓴 작문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丁法章(2012: 107)에서 밝혔듯이 뉴스 평론은 논설문의 파생 장르로서 뉴스 평론의 요소는 
논설문의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丁法章(2012)을 참고하여 이 부분을 작성하기로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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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의 의론문의 논
거는 주로 사실적 논거와 이론적 논거로 나누어지는데 사실적 논거는 실생활에
서 대표적인 인적 증거, 물질적 증거, 전형적 사례, 역사 자료, 통계자료 등이 
포함된다. 이론적 논거는 ①과학이론, ②국가의 법률, 법령, 당과 정부의 정책, 
결의, 당과 국가 고위 지도자의 의견, ③역대 정치가, 사상가, 문학가, 과학자, 
그리고 유명인의 권위적 의견, ④공인된 도덕 규범, 생활 상식, 객관 사물의 본
질과 규칙을 반영하는 과학적 공리, 정의, 법칙, ⑤동서고금의 각종 논저에서 철
학적 격언, 속담과 유명한 시구 등이 있다. 
  논증은 자료와 관점을 통일시켜서 완결된 이치를 따지는 체계를 구성하는 과
정이다. 어떻게 글을 전개하고 논점을 증명하며 논거를 조직해서 설득적인 글
을 쓰는 것은 논증에 의해야 한다.
  한국의 논증적 글쓰기는 서양 논증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국어 교
재나 한국어 교재에서 툴민(Toulmin, 2003, 謝小慶·王麗 역)의 논증구조와 윌
리엄스와 콜럼(Williams & Colomb, 2007, 윤영삼 역, 2008)의 논증구조를 제시
하고 있다. 조인옥(2017: 23)에 의하면 윌리엄스와 콜럼(Williams & Colomb, 
2007)의 논증구조는 더욱 단순하고 개편된 서울대, 연세대, 전북대 한국어 교재
에 반영되었다. 윌리엄스와 콜럼(Williams & Colomb, 2007)의 논증구조는 수사
학의 전통을 따르고 주장, 이유, 근거, 전제, 반론수용과 반박을 포함한다. 주목
할 만한 것은 예상 반론에 대한 수용과 반박은 한국의 논증적 글에서는 기본적 
요소로 되어 있다. 
  위에서 중국어의 의론문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어 의론문은 
예상 반론을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입론문과 박론문은 의론문의 서로 다
른 유형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논증적 글은 입론과 박론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논거의 종류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어 논증적 글의 논거
는 크게 사실 논거와 의견 논거로 나누어지는데 사실 논거는 '의견을 뒷받침하
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를 근거로써 제시한 논거, 자료를 왜곡하거
나 변형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제시'하는(조인옥, 2017: 27) 것으로 실험 결
과, 통계자료, 상식적인 사실, 역사적 사실, 문헌 자료, 과학적 법칙, 관련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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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이 있다. 의견 논거는 '권위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서 
주장의 근거로 삼은 논거, 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인용의 출처
를 밝혀야 한다'는(조인옥, 2017: 27) 것으로 전문가 의견, 관련자나 경험자 의
견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 의론문의 근거 유형이 더 넓을 듯하다. 

중국 의론문의 근거 유형 한국 논설문의 근거 유형

사

실 

논

거

- 실생활에서 대표적인 인적 증거

- 물질적 증거

- 전형적 사례

- 역사 자료

- 통계자료

- 실험 결과

- 통계자료

- 상식적인 사실

- 역사적 사실

- 문헌 자료

- 과학적 법칙

- 관련 도서 내용

이

론 

논

거

/

소

견

논

거

- 과학이론

- 국가의 법률, 법령, 당과 정부의 정책, 

결의, 당과 국가 고위 지도자의 의견

- 역대 정치가, 사상가, 문학가, 과학자, 

그리고 유명인의 권위적 의견 

- 공인된 도덕 규범, 생활 상식, 객관 사물

의 본질과 규칙을 반영하는 과학적 공

리, 정의, 법칙

- 동서고금의 각종 논저에서 철학적 격언, 

속담과 유명한 시구

- 전문가 의견

- 관련자나 경험자 의견

<표 Ⅲ-20> 중국 의론문과 한국 논설문의 논거 유형

  
  <표 Ⅲ-2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과 한국의 논증적 글의 논거는 모두 
사실 논거를 포함하는데 한국에서 과학 법칙도 사실 논거에 속하지만 중국에서
는 과학이론이라고 하고 이론논거에 속한다. 그리고 중국에서 국가의 법률, 법
령, 지도자의 의견, 정치가, 사상사, 문학가 등 유명인의 의견, 공인된 도덕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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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격언, 속담, 시구 등도 모두 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 고전 인용
이 아주 중요하고 蔡基剛(2001: 63)에 의하면 중국에서 고전을 인용하지 않으
면 의론문이 되지 못할 만큼 고전을 선호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최근에 들어
와 서양의 논증이론을 수용해서 고전에 대한 인용을 선호하지 않게 되었다. 그
리고 중국에서 정치가, 사상가와 같은 유명인의 행동이나 의견도 설득력이 매
우 강한 논거인데 한국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도 대조적이다. 
  이 외 다른 요소인 주장, 이유는 대체 중국어 의론문의 논점에 해당된다. 주장
은 총논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유는 분논점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윌리엄
스와 콜럼(Williams & Colomb, 2007, 윤영삼 역, 2008)에 의하면 전제는 항상 논
증적 글에 나타나지 않고 잠재적인 것일 수도 있다. 
  위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어 의론문과 한국어의 논증적 글은 모두 
주장(논점), 근거(논거)를 포함하는 것이 공통적이지만 근거의 종류가 다르다. 
그리고 한국어의 논증적 글은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이 필수 요소로 포함되지
만 중국어 의론문은 그렇지 않았다.49) 즉 중국어 의론문의 요소를 보면 다소 
필자의 주장만 충분히 논증하면 좋은 의론문이 되고 예상 독자를 설득할 수 있
을 듯하다. 
  이와 같은 중·한 논증적 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논증적 글에 대한 이해가 달랐을 것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
는 보통 논증적 글이라면 예상 독자를 설득하는 글로 이해하고 예상 반론에 대
한 반박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아래 인터뷰 자료를 살펴보자.

<인터뷰 자료◯21>
연구자: 그리고 이 과제를 보셨을 때 이거는 설득적인 글을 써야 한다, 아님 단

지 나의 주장만 제시하면 되는 글이다, 어느 것으로 생각하셨어요?

KNS18: 설득 쪽으로...

49) 맹강(2017ㄱ: 105)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모든 중국인이 논증적 글을 쓸 때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는다고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규명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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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네, 평소에 만약에 제가 그렇게 제시하지 않으면 뭐 논증적 글을 한 편 

쓰라고 한다면 그것도 항상 설득적인 글로 생각하시나요? (네). 뭐 한국

에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KNS18: 음~ 아무래도 주장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었으

니까, 설득 쪽에 더 중점을 두지 않을까요?

<인터뷰 자료◯22>
연구자: 그리고 글을 쓰실 때 아주 좋은 습관이라고 할까, 좋은 점이 있는데 뭔

가 다른 사람의 예상 반론을 얘기하고 바로 '하지만' 아니면 '그러나' 같

은 거를 통해서 바로 반박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혹시 뭐 설득력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쓰셨나요?

KNS27: 네, 저는 글 쓸 때 그 저도 어떤 글을 읽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같은

데'라는 의구심을 생길 때 다음에 바로 '물론 독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를 알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도 쓰라고 하긴 하셨지만 이게 아마 없

었더라도 썼을 거 같아요. 

  인터뷰에서 KNS18과 KNS27은 모두 논증적 글을 설득적 글로 생각하였으며 
KNS18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것이고 설득에 더 중점을 
둔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KNS27은 쓰기 과제에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쓰라고 하지 않아도 썼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어 모어 화자는 보통 논증적 글이나 주장하는 글을 예상 독자를 설득하는 글로 
생각하며 자신 주장의 제시는 물론이고 예상 독자의 반론에 대한 반박도 제시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어 논증적 글의 개념과 구성요소와 일치하
였다. 그러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논증적 글이라면 자신의 주장을 펼
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인터뷰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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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23>
연구자: 논설문의 쓰기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건가요? 자신의 주장과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건가요? 아님 이 2 가지 

다 포함하나요?

CKL23: 2 가지 다 있는 거 같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 저는 제 생각을 자세히 표현

하면 잠재적으로 나의 생각의 합리성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

에 찬성하려는 것이 포함돼요. 

연구자: 그러면 자신의 생각의 합리성을 논증했으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목적

을 이루었다, 자신의 생각이 합리적임을 증명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

도 돼요?

CKL23: 네, 맞습니다!

<인터뷰 자료◯24>
연구자: 이 쓰기 과제를 봤을 때 이 글의 요구에 대해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제

시하면 되는 글로 이해하셨나요? 아님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을 설득

하는 글로 이해하셨나요?

CKL17: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가능하면 되도록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

장에 찬성하도록 설득하는 글로 이해했어요.

  인터뷰에서 CKL23은 자신 주장 개진과 예상 독자 설득이 모두 논증적 글에 
포함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주장의 합리성을 충분히 논증하면 예상 
독자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CKL17은 
논증적 글을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 글로 생각하였으며 가능하면 
되도록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글로 이해하였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자신 주장의 합리성을 충분
히 논증했으면 설득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
의 입론문에 맞는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서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이 보통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
이,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논증적 글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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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물론 중·한 논증적 글의 근거도 다소 다른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
에 반영되지 않아 다소 예상치 못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
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앞에서 제시된 인터뷰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는 쓰기 주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학 입시 작문에 고전을 많
이 인용하는 것은 쓰기 주제가 고전과 관련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조기 외국어 
교육에 관한 고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전을 인용하고자 해도 인용할 수가 없
다. 둘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와 관련된다. 본 연구의 중국인 
참여자는 비록 모두 TOPIK 고급 증명서 소지자이지만 고전을 번역하는 능력은 
부족할 것이다. 조인옥(2014)에 의하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로 글쓰
기를 할 때 중국어를 번역하려고 하지만 번역할 중국어가 어려운 경우 번역하
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중국식 
논거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2) 중·한 개입 사용의 차이
  
  중국과 한국의 논증적 텍스트에서 개입 사용의 차이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개입을 다르게 사용하는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중·한 개입 사용의 차이는 주로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작문 중에서 상위 수준으
로 평가를 받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과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
국어 작문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맹강(2017ㄱ, ㄴ)에서는 
사회 문제에 관한 중국과 한국의 신문 사설을 양적, 질적으로 대조하였는데 전
술한 바와 같이 코너(Connor, 1996: 143-144)에서 좋은 신문 사설은 설득적 글
의 가장 좋은 예로 여겨지고 설득적 글쓰기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주장을 고려
하면 맹강(2017ㄱ, ㄴ)도 참고할 만하다.

(1) 단성적 목소리 사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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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수집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과 한국어 모어 화
자의 한국어 작문의 단성적 목소리 사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단성적 목소리
CKL_CW .5230 .1685

.005**

KNS_KW .3489 .1258

상호텍스트적 가정
CKL_CW .3543 .0724

.000***

KNS_KW .1689 .1026

근거 기반 가정
CKL_CW .1564 .1305

.751
KNS_KW .1698 .0833

내러티브
CKL_CW .0000 .0000

.108
KNS_KW .0101 .0220

개인적 단언
CKL_CW .0123 .0337

.214
KNS_KW .0000 .0000

<표 Ⅲ-21> 중국인의 중국어와 한국인의 한국어 작문의 단성적 목소리 비교

(*p<.05, **p<.01, ***p<.001)
  
  <표 Ⅲ-21>에 의하면 중국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에 반영된 단성적 목소리 총
계와 상호텍스트적 가정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맹강(2017ㄱ)의 결
과와 달랐다.50) 아래에서 논의하겠지만 이는 아마 중국어 의론문 교육의 영향
을 받았을 것이다. 중국에서 의론문은 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데 
특히 대학 입시에서 작문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를 위한 
작문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대학 입시의 작문은 시와 희극을 제외하
고 장르를 한정하지 않지만 의론문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시 의론문은 
비유와 의인법과 같은 수사법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하
는 편이다. 비유와 의인법과 같은 수사법을 활용한 미사여구는 사실 단성적 목
소리가 될 수 있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와 한국어 글쓰기에 영
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수집된 중국어와 한국어 작문이 객관 사실과 공유 지식, 

50) 맹강(2017ㄱ: 98)에 의하면 양적으로 보면 단성적 목소리, 상호텍스트적 가정, 근거 기반 
가정, 내러티브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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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배경 제시와 근거 제시의 사용에 대한 통계적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객관 사실
CKL_CW .2530 .3032

.042*

KNS_KW .5058 .3090

공유 지식
CKL_CW .7470 .3032

.042*

KNS_KW .4942 .3090

배경 제시
CKL_CW .2627 .2311

.291
KNS_KW .3783 .3159

근거 제시
CKL_CW .7373 .2311

.291
KNS_KW .6217 .3159

<표 Ⅲ-22> 중국인의 중국어 작문과 한국인의 한국어 작문의 상호텍스트적 가정 비교 

(*p<.05, **p<.01, ***p<.001)

  <표 Ⅲ-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과 한
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반영된 객관 사실과 공유 지식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한국어 모어 화자는 객관 사실을 더 많이 사용하였
으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공유 지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맹강(2017ㄴ: 
131)에서도 상호텍스트적 가정의 사용에서 한국 신문 사설은 객관 사실을 유의
미하게 더 많이 사용하였고 중국 신문 사설은 공유 지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고 밝혔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수집된 중국어 작문과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상
호텍스트적 가정은 배경 제시와 근거 제시 기능의 사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맹강(2017ㄴ: 131)과 다른 결과인데 맹강(2017
ㄴ: 131)에서는 한국 신문 사설에는 상호텍스트적 가정이 주로 배경 제시의 기
능을 수행하였고 중국 신문 사설에는 주로 근거 제시의 역할을 많이 사용하였
다고 밝혔다. 

(2) 다성적 목소리 사용의 차이

  본 연구에서 수집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과 한국어 모어 화
자의 한국어 작문에 반영된 다성적 목소리 총계는 다음 표에서 보듯이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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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다성적 목소리
CKL_CW .4652 .1571

.002**

KNS_KW .6511 .1258

<표 Ⅲ-23> 중국인의 중국어 작문과 한국인의 한국어 작문의 다성적 목소리 비교 

(*p<.05, **p<.01, ***p<.001)

  <표 Ⅲ-23>에서 보듯이 한국어 모어 화자는 다성적 목소리를 보다 많이 사용
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반영된 다성적 목소리 검정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중국인 한국어 학습
자의 한국어 글쓰기는 중국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① 대화적 공간 확대
  
  본 연구에서 수집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과 한국어 모어 화
자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대화적 공간 확대 총계도 다음 <표 Ⅲ-24>에서 보
듯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대화적 공간 확대
CKL_CW .1148 .0669

.002**

KNS_KW .2308 .1023

<표 Ⅲ-24> 중국인의 중국어와 한국인의 한국어 작문의 대화적 공간 확대 비교

(*p<.05, **p<.01, ***p<.001)

  그리고 맹강(2017ㄱ: 100)에서도 중국과 한국 신문 사설은 대화적 공간 확대 
총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즉 맹강(2017ㄱ)과 본 연구
에서 수집된 중국어와 한국어 작문에 반영된 대화적 공간 확대는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으며 모두 한국에서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153 -

가. 판단유보

  본 연구에서 수집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과 한국어 모어 화
자의 한국어 작문에 반영된 판단유보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판단유보
CKL_CW .0904 .0599

.016*

KNS_KW .1684 .0917

가능성 평가
CKL_CW .0552 .0541

.001***

KNS_KW .1616 .0892

개인 관점
CKL_CW .0352 .0362

.018*

KNS_KW .0069 .0138

<표 Ⅲ-25> 중국인의 중국어과 한국인의 한국어 작문의 판단유보 비교

(*p<.05, **p<.01, ***p<.001)

  <표 Ⅲ-25>에서 보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과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반영된 판단유보, 가능성 평가, 개인 관점은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가능성 평가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더 많이 사
용하였는데 이는 맹강(2017ㄱ: 1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개인 관점은 중
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더 많이 사용하였다. 

나. 객체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과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객체화의 통계적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54 -

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객체화
CKL_CW .0244 .0241

.017*

KNS_KW .0623 .0483

인정
CKL_CW .0000 .0000

.057
KNS_KW .0119 .0211

거리
CKL_CW .0244 .0241

.057
KNS_KW .0505 .0411

<표 Ⅲ-26> 중국인의 중국어와 한국인의 한국어 작문의 객체화 비교

(*p<.05, **p<.01, ***p<.001)

  <표 Ⅲ-26>에서 보다시피 객체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지만 
인정과 거리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거리의 기술통계
량을 살펴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보다 2배 더 많이 사
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해서 보면 한국어의 논증적 텍스트에서는 거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중국어의 논증적 텍스트에서는 거
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맹강(2017ㄱ: 100)에서도 중국과 한
국 신문 사설에 나타난 객체화와 거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으며 
거리는 한국 사설에서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② 대화적 공간 축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과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대화적 공간 축소 총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대화적 공간 축소
CKL_CW .3504 .1390

.121
KNS_KW .4204 .0707

<표 Ⅲ-27> 중국인의 중국어와 한국인의 한국어 작문의 개입별 검정 결과

  <표 Ⅲ-27>에서 보다시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과 한국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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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반영된 대화적 공간 축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으며 기술통계량을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의 작문에서 조금 더 많이 
사용하였다.  

가. 선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과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선언에 대한 통계적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선언
CKL_CW .2767 .1332

.313
KNS_KW .2352 .0558

동조
CKL_CW .0485 .0354

.302
KNS_KW .0622 .0325

승인
CKL_CW .0334 .0436

.097
KNS_KW .0632 .0462

공표
CKL_CW .1949 .1143

.023*

KNS_KW .1097 .0628

<표 Ⅲ-28> 중국인의 중국어와 한국인의 한국어 작문의 선언 비교

(*p<.05, **p<.01, ***p<.001)

  <표 Ⅲ-28>에 의하면 선언, 동조, 승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공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공표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맹강(2017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승인은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질적으
로는 차이가 있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에서 
연구결과, 통계결과와 같은 객관 자료를 많이 사용하였지만 중국인 한국어 학
습자의 중국어 작문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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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인

  부인은 중국과 한국의 논증적 텍스트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보이는 개입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과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반영된 부인의 t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입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부인
CKL_CW .0855 .0572

.001***

KNS_KW .1852 .0729

부정
CKL_CW .0069 .0168

.001***

KNS_KW .0510 .0358

반대
CKL_CW .0787 .0532

.016*

KNS_KW .1342 .0585

<표 Ⅲ-29> 중국인의 중국어와 한국인의 한국어 작문의 부인 비교

(*p<.05, **p<.01, ***p<.001)

  <표 Ⅲ-2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과 한
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난 부인, 부정, 반대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모두 한국어 모어 화자가 더 많이 사용하였다. 
맹강(2017ㄱ: 102)에서도 중국과 한국 신문 사설에서는 부정, 반대, 부인의 사
용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모두 한국 신문 사설에서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위의 검토와 앞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
문에 반영된 개입을 비교한 결과를 종합해서 본다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중국어 개입 사용의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고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떤 개입은 중국과 한국의 논증적 텍스트에서 사용의 차이가 있
지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에서 차이를 보
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즉 중국어 개입 사용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
인 것이다. 예컨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과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과 중국과 한국의 신문 사설에 반영된 대화적 공간 확대 총계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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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에 반영된 대화적 공간 확대 총계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한 개입 사용의 차이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개입 사용에 대한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모국어와 
목표어 개입 사용이 다르다고 해서 제2언어 학습자들이 목표어로 글을 쓸 때 
반드시 모국어와 완전히 일치하게 개입을 사용한다는 것은 모국어와 목표어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제2언어 학습자들이 목표어를 습득할 때 반드시 어려움에 
부딪친다고 주장한 대조분석 강설처럼 지나친 단순한 생각이다. 제2언어 학습
자의 글쓰기는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대조분석 약
설처럼 위와 같은 중·한 논증적 텍스트에서 개입 사용의 차이를 중국인 한국
어 학습자의 한국어 개입 사용 양상을 해석하는 일종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무
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종종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국어 작문과 중국 신문 사설,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작문과 한국 신문 사설에 나타난 개입이 다른 경우
가 있었는데 이는 필자 요인과 다소 관련될 것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
국어 모어 화자는 아무래도 사설을 쓰는 전문가들과 비교하면 미숙한 필자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해당 신문의 특성, 주제 등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
므로 위와 같은 결과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신문 사설은 논증적 글 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장르로서 모든 논증 요
소를 갖추고 있고 교육적 활용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고할 만한 것이다.

3) 중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영향5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논증적 글을 쓸 때 개입 자원을 잘 구사하
지 못하는 것은 중국어 논증적 글쓰기의 영향을 받은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

51) 본 연구는 중국어와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관습의 우열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차이점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라는 
전제를 두고 논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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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크게 관련될 것이다. 특히 전술하였듯이 최근에 들어와 문화 간 수사학 연
구에서 소문화에 대한 강조가 많아지고 있다. 

(1)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부족  
 
  중국과 한국 대학의 한국어 쓰기 교육에서 각 장르를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
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봤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2] 중국과 한국 교수자의 장르별 교육 빈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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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집단 평균
표준

편차

유의

확률
장르 집단 평균

표준

편차

유의

확률

서사문
KKI 2.91 1.221

.037*
문학 

작품

KKP 1.82 1.079
.078

CKI 3.81 .911 CKI 2.63 1.147

논설문
KKI 4.18 .874

.139 편지
KKI 1.18 .405

.000***

CKI 3.69 .793 CKI 3.50 .632

설명문
KKI 3.45 1.128

.294
연구

논문

KKI 4.73 .467
.000***

CKI 3.06 .443 CKI 2.44 1.365

독후감
KKI 3.36 1.629

.828
내용 

요약

KKI 4.09 .701
.010*

CKI 3.25 1.065 CKI 3.19 .911

 개작
KKI 2.36 1.690

.984
비즈니

스 쓰기

KKI 2.27 1.489
.081

CKI 3.25 1.291CKI 2.38 1.258

일기
KKI 1.55 1.036

.000***

CKI 3.38 1.088

<표 Ⅲ-30> 중국인과 한국인 교수자의 장르별 교육 빈도 비교

  (*p<.05, **p<.01, ***p<.001)

  [그림 Ⅲ-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대학에서는 논설문, 연구논문(보고
서), 글 내용 요약하기, 설명문, 독후감을 가장 많이 가르치는 데 비해 중국의 
대학에서 서사문, 논설문, 편지, 일기, 독후감, 비즈니스 쓰기를 가장 많이 가르
쳤다. 그리고 수치를 보면 중국에서 거의 모두 '3'(보통이다) 이하로 되어 있다. 
<표 Ⅲ-30>에서 보듯이 논설문 교육 빈도에 있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중국보다 더욱 빈번하게 가르쳤다. 그리고 
연구논문은 한국에서 유의미하게 많이 가르쳤다. 연구논문도 논증적 글인데 이
를 많이 가르치면 논증적 글쓰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논설문의 경
우 한국에서는 평균 4.18로 '잘 가르친다'에 해당되며 중국의 경우 3.69로 '보통
이다'에 해당된다. 서사문, 편지, 일기 쓰기를 많이 가르치는 것은 중국인 한국
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에서 한국어 쓰기 
과목은 보통 2학년이나 3학년에 개설되는데 2학년은 TOPIK 3-4급에 해당되며 
3학년은 TOPIK 5-6급에 해당된다. 3학년 2학기의 경우 논증적 글을 가르치는 
것이 괜찮겠지만 그 전에는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 한계로 논증적 글
을 가르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3학년에 올라가면 비즈니스 쓰기도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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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경우가 있는데 논설문을 가르치는 시간이 적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
에서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2) 중국과 한국 논증적 글쓰기 주제의 차이

  그리고 과제의 주제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한국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과제의 주제를 조
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3] 한국과 중국에서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과제의 주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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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정치적 이슈
KKI 2.55 1.04

.962
CKI 2.56 .814

경제적 이슈
KKI 3.09 .701

.107
CKI 2.63 .719

사회적 이슈
KKI 3.73 .786

.905
CKI 3.69 .873

삶의 이치
KKI 2.18 1.25

.002**

CKI 3.75 .856

 문화적 이슈
KKI 3.55 .934

.815
CKI 3.63 .806

<표 Ⅲ-31> 중국인과 한국인 교수자가 부여한 과제의 주제 유형 비교

 (*p<.05, **p<.01, ***p<.001)

  <표 Ⅲ-31>에 의하면 정치적 이슈, 경제적 이슈, 사회적 이슈, 문화적 이슈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삶의 이치에만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가 삶의 이치에 관
한 과제를 더 많이 부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이치'52)에 관한 과제를 가
장 많이 주었다. 이는 중국어 작문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의 대학 입학 시험 작문 주제는 주로 삶의 이치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삶의 이치에 관한 주제가 익숙해져 다른 주제에 관한 글을 쓸 
때 상대적으로 낯설 수가 있다. 

(3) 중국과 한국 교수자 강조 내용의 차이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한국어 교수자들이 논증적 글을 가르칠 때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지를 조사해 봤다.

52) '삶의 이치'에 관한 주제로는 '견지와 포기', '지족상락',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자' 등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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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한국과 중국 교수자의 강조 내용 비교

강조 내용 집단 평균
표준

편차

유의

확률
강조 내용 집단 평균

표준

편차

유의

확률

미사여구
KKI 1.82 .874

.000***
유명인의 말 

인용

KKI 2.91 1.136
.382

CKI 3.25 .931 CKI 3.25 .856

바른 표현
KKI 3.91 .831

.158

 논리적 

예를 통한 

논증

KKI 4.55 .688
.061

CKI 4.38 .806 CKI 3.94 .854

뚜렷한 

주장

KKI 4.73 .467
.084

 객관적 

자료 인용

KKI 4.45 .522
.004**

CKI 4.19 .911 CKI 3.38 1.025

자신의 

감정 표현

KKI 2.09 .701
.001** 응집성

KKI 4.64 .505
.067

CKI 3.25 .856 CKI 4.19 .655

창조성과 

상상력

KKI 2.91 .944
.037* 응결성

KKI 4.64 .505
.008**

CKI 3.69 .873 CKI 3.94 .680

개인 경험 

사용

KKI 2.36 .809
.003**  독자 고려

KKI 4.45 .820
.000***

CKI 2.94 .772CKI 3.31 .479

역사적/현

재의 사건

KKI 3.82 .751
.106 언어 격식

KKI 4.27 1.009
.040*

CKI 3.38 .619 CKI 3.44 .964

전문가의 

말 인용

KKI 4.09 .831
.015*

CKI 3.31 .704

<표 Ⅲ-32> 중국과 한국 교수자의 강조 내용 비교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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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32>에서 보다시피 중국인 한국어 교수자는 미사여구, 감정 표현, 창조
력과 상상력, 개인 경험 사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기술통계량을 통해 중국인 한국어 교수자가 더 강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모두 중국어 작문 교육에서 많이 강조되는 것이다. 미사여구, 검정
을 사실대로 표현하기, 창조력과 상상력은 모두 중국의 대학 입시 의론문에서 
강조되는 것이다. 이런 요소를 강조하는 입시 의론문에 따라 한국어 논증적 글
을 쓰면 엄밀한 논증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미사여구의 경우, 
비유나 의인법 등 수사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객관성을 요구하는 한국 논증적 
텍스트의 기준으로 보면 논증이 엄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사실대로 표현하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을 쓰는 것이라 역시 한국어 논증적 글
에서 객관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단성적 목소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것이 아닐까 싶다. 즉 미사여구나 자신의 감정을 사실대
로 표현하기와 같은 요소를 강조하기 때문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타자
의 목소리'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 논증적 글에서 강조되는 전문가 의견 인용, 객관 자료 인용, 
응결성, 독자 고려, 언어 격식 등은 중국인 한국어 교수자가 덜 강조하였다. 따
라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로 논증적 글을 쓸 때 중국어 의론문의 영
향을 받아 한국의 논증적 글답게 쓰지 못했을 것이다. 

(4) 중·한 논증적 글 장르적 차이에 대한 중국인 교수자의 인식 부족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가 중·한 논설문 차이를 얼마나 알고 있
는지도 한국어 쓰기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를 대상
으로 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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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중·한 논설문 차이를 아는 정도(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

  [그림 Ⅲ-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는 '잘 
모른다(2)', '보통이다(3)'를 응답하였다. 즉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를 
잘 모르는 편이다. 실제로 대부분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가 중·한 논설문 
차이를 아는 정도의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응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의 응답 내용>
CKI07: 예를 들어 중국어 논설문에는 주제를 늘 크게 잡지만 한국어 논설문은 주

제를 늘 작게 잡음으로써 독자들에게 크게 시사해 준다.

CKI08: 논점의 차이

  위 응답 내용에서 CKI07과 CKI08이 작성한 내용은 중·한 논증적 글의 핵심
적 차이가 아니다.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가 중·한 논증적 글의 차이를 잘 
모르면 강의할 때 이런 차이를 가르치지 못해 학습자도 이와 같은 차이를 알 
수가 없게 된다. 실제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인터뷰에서도 이를 확인
하였다.

<인터뷰 자료◯25>
연구자: 중한 논설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CKL57: 음~이 질문은 저는 대답하지 못해요.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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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26>
연구자: 혹시 중국과 한국의 논설문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CKL71: 음~차이가 있나요?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터뷰에서 CKL57과 CKL71은 중·한 논증적 글의 차이를 모르거나 중국과 
한국의 논증적 글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중국인과 한국인 교수자의 피드백 차이

  학습자의 글에 대한 피드백도 학습자의 글쓰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6] 중국인과 한국인 교수자의 피드백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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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내용 집단 평균 표준편차 유의확률

표현
KKI 3.45 .820

.001**

CKI 4.50 .632

작문의 조직
KKI 4.00 .894

.838
CKI 4.06 .680

작문의 내용
KKI 4.27 .905

.522
CKI 4.06 .772

독자 고려
KKI 3.82 1.079

.050*

CKI 3.00 .966

언어 격식
KKI 3.64 1.027

.143
CKI 3.06 .929

<표 Ⅲ-33> 중국인과 한국인 교수자의 피드백 내용 비교

(*p<.05, **p<.01, ***p<.001)

  <표 Ⅲ-33>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의 교수자는 모두 조직과 내용, 그리고 언
어 격식을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교수자는 표현을 유의미하게 
더 중요시하였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인 
것에서 기인된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한국어가 외국어이기 때문에 글
을 쓸 때 표현이 모국어처럼 자동화되지 않아 모국어의 간섭이나 한국어 숙달
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치기도 하며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독자의 이해를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인 한국어 쓰
기 교수자가 피드백을 줄 때 표현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교
수자의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의 응답 내용>
CKT02: 작문은 독자에게 이해를 시키려면은 정확성이 중요하는 것이 당연이다. 

CKT06: 어휘 문법은 글쓰기의 가장 기본 기능이기 때문이다.

CKT07: 어휘, 문법, 문장을 잘 활용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CKT11: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저저(저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CKT14: 비문이 많으면 글의 가독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

  위 응답은 왜 표현을 중요시하느냐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다. 위 응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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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듯이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는 표현이 글쓰기의 기초이고 정확하
게 표현해야 독자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표현을 중요시하면 다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소홀히 다루어질 가능
성이 크다. 예를 들어, 독자 고려에 있어 한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가 더 많이 
중요시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는 상대적으로 중요시하지 않았다. 이
를 통해 한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는 독자를 중요시하였으며 실제로 강의할 
때도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
자는 중국어 의론문의 영향을 받아 독자에 대한 고려를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
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독자 의식이 부족한 원인이 될 
것이다. 

(6) 중국어 의론문의 영향을 받은 설득 방법 교육

  교수자가 가르친 독자를 설득하는 방법은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와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
가 작성한 독자를 설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의 응답 내용>
KKI01: 논증으로 주장 이유 근거 제시와 설득적 논증구조를 강조한다.

KKI02: 통계자료 등 구체적 근거

KKI03: 역지사지. 독자의 입장에서, 혹은 반대 주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

해 보고 어떻게 하면 글쓴이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여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전략을 고민해 보라고 함.

KKI07: 독자의 입장 생각

KKI11: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를 적절히

  위에서 제시된 '독자를 설득하는 방법'은 설득적 논증구조 강조(KKI01), 독자
의 입장 생각(KKI03, 07)이 있었다. 이는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에 관한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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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수 있다. 즉 논증적 글에서 예상 독자의 가능한 반박을 언급하고 반박하
는 것이다. 그리고 튼튼한 근거 제시(KKI02)와 고전 수사학에서 강조하는 로고
스, 파토스, 에토스에 대한 언급(KKI11)도 있었다.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
의 응답은 이와 크게 달랐다.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의 응답 내용>
CKI01: 유명한 인물이나 자기의 경험을 예로 들어서 쓰는 것.

CKI02: 독자에게 어떤 주제나 내용을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독

자층과 맞추는 언어로 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CKI04: 학생들에게 익숙한 예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논설하면 더 효과적이다.

CKI08: 도입: 아름다운 글 제시. 예시로 독자를 설득하는 방법 교수. 여러 주제와 

결합하여 학생보고 모방/실천. 글 수정 및 발췌문 뽑음. 좋은 글 나누기 

및 분석하기

CKI09: 설득력 있는 논증과 감정공명으로 타인을 설득 감동시키라고 한다.

CKI10: 객관적 자료 및 근거 제시

CKI11: 진솔한 마음으로 문장을 조직하게 한다.

CKI12: 주변에서 독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논거 찾기

  위에서 제시된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의 응답 내용 중에서 CKI01, 
CKI08, CKI09, CKI11, CKI12의 내용은 다소 중국어 논증적 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논의했던 논증적 글쓰기의 강조 내용 중에서 
'자신의 감정을 사실대로 표현한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신
의 감정을 사실대로 표현하여 독자를 감동시킴으로써 설득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리고 CKI08은 '아름다운 글 제시'라고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아름다
운 글'이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만약 미사여구를 추구하는 글이라면 역
시 중국어 논증적 글쓰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CKI02는 독자의 
관심 주제와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다소 독자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여줬지만 
여전히 예상 독자의 가능한 반론을 언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CKI04, 
CKI10은 KKI02가 작성한 내용과 비슷한데 튼튼한 근거로 독자를 설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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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가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를 교수
할 때 중국어 논증적 글쓰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 
학습자의 글쓰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고 향후 한국
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서 이와 같은 중국어 논증적 글쓰기의 영향을 피해야 
할 것이다. 

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독자 의식의 부족

  인터뷰 자료를 통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독자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
고 독자 의식이 부족하였다. 학문 목적 논증적 글쓰기의 경우, 보통 자신의 주장
을 펼쳐나가면서 필요할 때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는데 중국인 한국
어 학습자들이 보통 글을 쓸 때 그런 독자 의식이 없었으며 단지 자신의 견해만
을 일방적으로 전개하려고 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인터뷰에서 항상 
독자를 언급하였다. 우선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인터뷰 자료를 살펴보자.

<인터뷰 자료◯27>
연구자: 그리고 여기도 '있겠지만' 약간 추측의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통해

서 일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가 있... 아 '할 수도 있지만' 

이 이럴 때는 다 약간 추측의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추측의 표현 쓰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KNS10: 어, 그까 뭔가 지금 다 맥락이 이런 걸 쓴 맥락이 (네) 다른 사람의 예상 

반론에 대한 거 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의 주장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래서 뭐 뭘 것이

다라고 추측성의(잘 들리지 않음) 그까 제 주장였으면 그게 아니지만 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 있을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말투?

연구자: 아아, 네, 뭐 혹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네) 약간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만 뭐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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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10: 네. 

  <인터뷰 자료◯27>은 앞에 나왔던 것인데 KNS10은 가능성 평가를 사용하는 
것은 예상 독자를 고려한 것이라고 하였다. KNS10은 비록 자신이 이렇게 생각
하지만 독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다. 즉 자신이 표현
한 내용은 단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이고 독자들이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음을 인식한 것이고 독자를 고려한 것이었다. 그리고 예상 반론에 대한 
인터뷰 자료에서도 한국어 모어 화자는 뚜렷한 독자 의식이 보여 주었다.

<인터뷰 자료◯28>
KNS27: 논증적 글을 쓸 때 논증적 글이라는 게 찬성이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찬반 이슈가 있는 게 논증적 글의 주제잖아요. 그 주제에 대해서 그냥 객

관적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서는 뭐 조기 외국어 학습

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일어나는데요. 조금 찾아놓고 그 다음 이제 

그 찬성하는 논지랑 반대하는 논지 양쪽의 이제 칼럼 같은 거를 읽어본 다음에 

일단 제가 조금 더 저한테 맞는 거 같은 입장을 정하고 그 다음 제가 만약 찬성 

여기 반대를 쓰니까 반대 입장 관련된 논거를 조금 더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찬성하는 측에서의 논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제가 

예상을 쓰는 아니 예상의 반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 제가 재반박

할 논거들을 찾아가지고 둘 다 같이 글에 쓰려고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KNS27은 분명한 독자 의식을 가지며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가
지 입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KNS27은 논증적 
글을 작성할 때 우선 주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파악하고 자신의 주장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독자 의
식은 서론 부분에 대한 인터뷰 자료에서도 나왔다.

<인터뷰 자료◯29>
연구자: 여기 1번 보시면 그 때 쓰실 때 처음부터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셨잖아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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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주장을 제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KNS15: 저는 그냥 두괄식으로 (아, 두괄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두괄식으

로, 쉽게 바로 알 수 있게 주잖아요. 물론 이거(내러티브)를 앞에 빼고 넣을까도 

생각했거든요. 제 경험부터 얘기하고 할까. 근데 처음에 독자 읽었을 때 바로 

알 수 있다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뷰 자료◯29>는 KNS15가 왜 서론에서 첫 번째 문장을 공표로 표현하고 
주장을 제시하였느냐에 관한 것이다. KNS15는 먼저 조기 외국어 학습의 경험
부터 쓰면 독자가 이 글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모를 수도 있고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두괄식으로 처음부터 주장을 제시한 것이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인터뷰 자료에서 '독자'에 대
한 고려는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인터뷰에서 
거의 독자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인터뷰 자료◯30>
연구자: 논설문의 쓰기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건가요? 자신의 주장과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건가요? 아님 이 2 가지 

다 포함하나요?

CKL23: 2 가지 다 있는 거 같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 저는 제 생각을 자세히 표현

하면 잠재적으로 나의 생각의 합리성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

에 찬성하려는 것이 포함돼요. 

연구자: 그러면 자신의 생각의 합리성을 논증했으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목적

을 이루었다, 자신의 생각이 합리적임을 증명했으니까.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CKL23: 네, 맞습니다!

<인터뷰 자료◯31>
연구자: 이 쓰기 과제를 봤을 때 이 글의 요구에 대해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제

시하면 되는 글로 이해하셨나요? 아님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을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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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글로 이해하셨나요?

CKL17: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가능하면 되도록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

장에 찬성하도록 설득해요.

  <인터뷰 자료◯31>은 앞에서 제시되었던 것인데 CKL23은 자신 주장의 합리성
을 증명하면 상대방을 설득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CKL17은 가능하면 되도록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고 한 것을 보면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는 것이 논증적 글
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논증적 글을 작성할 때 독자 의식이 부족하였다. 이는 개입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므로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의 독자 
의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한다면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와 중·한 
개입 사용의 차이는 대문화에 해당되며 한국어 교육 경험과 독자 의식의 부족
은 소문화에 해당된다. 이들의 상호작용적 영향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논증적 글을 쓸 때 개입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 즉 중국과 한국의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로 인해 중
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는 중국어 의론문의 영향을 받아 한국어 논증적 글을 
교수할 때 중국어 의론문에 따라 강의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논증적 글을 작성할 때 중국어 의론문에 따라 개입을 사용하였고 또 
독자의 의식을 잘 갖고 있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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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입' 중심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 내용 설계
  Ⅲ장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증적 텍스트에 반
영된 개입과 개입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모어 화자
는 다양한 목소리를 텍스트에 도입하고 다성적 배경을 구축하는 데 비해 중국
인 한국어 학습자는 단성적 목소리, 즉 저자의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고 다른 목
소리를 많이 언급하지 않아 대화성이 약하였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는 질적으로 적절하게 개입을 사용하지도 못하였으며 개입 간의 결합 사용도 
잘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개입 양상은 중·한 논증
적 글의 장르적 차이, 중·한 개입 사용의 차이, 중국어 논증적 글쓰기의 영향을 
받은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 학습자의 독자 의식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따
라서 개입 중심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 내용을 설계할 때 개입의 사용 
양상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 내용을 설계하기 위해 중국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이 어
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개입' 중심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관점이 무엇인지, '개입' 중심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1. '개입' 중심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목표

  '개입' 중심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목표를 세우기 전에 중국에서 
논증적 글쓰기 교육 현황, 그리고 '개입' 중심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중국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 현황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 쓰기 과목은 보통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하고 



- 174 -

주당 2 시간인데 일부 학교에서 1, 2학년 학생에게도 쓰기 과목을 개설한다(제
효봉, 2015: 240). 가르치는 장르는 Ⅲ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사문, 논설문, 
설명문, 독후감, 일기, 편지, 비즈니스 쓰기 등 매우 다양하며 어떤 특정한 장르
를 중요하게 가르치기보다 골고루 가르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Ⅰ장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 한국어과 졸업생은 회사에 취직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쓰기가 쓰기 교육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어 쓰기 교육 과목은 듣기, 말하기, 통·번역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있기도 한다. 중국에서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해
당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이해하고 우수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통·번
역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통·번역 인
재 양성에 초점을 두는 학교가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어 교육의 경우 특히 그
렇다. 2016년 기준 중국에서 한국어과를 개설한 4년제 대학은 119개가 되었으
며53)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54). 그 외에 한국어과를 개설하는 3
년제 대학도 많은 실정이다. 학생의 취직을 위하여 전문 분야의 통·번역 기능
이나 경제무역 한국어 등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다. 예컨대, 청도대학교 한
국어과는 교육부특색전공으로 선정되며 1~2학년에는 기초 한국어 능력을 양성
하고 3~4학년부터 한국언어문학, 중·한 경제무역 관계, 중·한 관광 3 가지 전
공으로 나누어 각각 한국문학사, 번역, 중·한 문화 비교, 무역한국어, 경영학, 
관광한국어, 중·한 관광 명승지 등 과목을 개설한다.55) 김병운(2012)에 따르
면 청도대학교 외에 무역한국어, 비즈니스 한국어, 관광한국어를 필수 과목이나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는 학교는 적지 않다. 
  또한 Ⅲ장에서 논의했듯이 현재 중국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은 다소 
중국어 논증적 글쓰기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의 강조 내
용과 피드백 내용에서 중국어 논증적 글쓰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었다. 중국

53) 中國教育在線(http://www.eol.cn/), 중국의 유명한 교육과 관련 사이트.
54) 이를테면 최근에 화남사범대학교에서 한국어과를 개설하였다. 
55) 청도대학교 한국어과 홈페이지, http://sfl.qdu.edu.cn/info/1141/152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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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는 논증적 글쓰기를 가르칠 때 바른 표현 사용하기, 미사
여구, 자신의 감정을 사실대로 표현하기, 창조력과 상상력, 개인 경험의 사용을 
많이 강조하였다. 이는 중국어 의론문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한국어 논증적 글
에서는 주관적인 것이므로 잘 강조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야 할 내용으로 다
루어진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가 가르친 설득 방법도 중국어 의
론문의 영향을 받아 한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가 가르친 설득 방법과 크게 다
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들이 이런 차이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한국
어 글쓰기가 외국어 글쓰기이기에 중국인 교수자들은 정확한 표현 사용에 초점
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테면, 바른 표현의 사용을 강조하고 피드백을 할 
때도 표현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왔다. 표현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다 보
면 내용, 조직, 사회문화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
이 현재 중국 내에서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은 중국어 의론문의 영향을 많
이 받았고 바른 표현 사용에 초점을 두며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을 소홀히 다
루고 있다.
  중국의 한국어 쓰기 교재의 경우, 맹강(2018)에서 중국 내 발행된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재 중에서 권위 있는 교재 3종56)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교재는 
중·한 논증적 글 차이에 대한 반영이 미미하였으며 교육 내용과 학습 활동의 
연계성이 약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데 그치
고 있고 중·한 논증적 글의 논거 차이에 대한 반영이 부재하였고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과 같은 독자 고려의 요소도 포함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텍스트의 
조직 측면에서 일관성, 응집성, 응결성에 대한 강조가 부족하였다. 학습 활동은 

56) 분석 대상 교재는 다음과 같다.
    金龍·林從綱,韓國語寫作基礎與實踐, 北京大學出版社,2011.

金龍·崔順姬,韓國語寫作教程, 上海外語教育出版社,2015.

林從剛·金龍,韓國語寫作(第二版),北京大學出版社,2016.

맹강(2018)에 의하면 이 3 가지 교재의 저자 중에서 동일한 저가 한 명이 있다. 이런 경우에 
교재의 내용과 방향이 유사한 것으로 추측될 수 있다. 그러나 기타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재는 
논증적 글쓰기가 포함되지 않거나 권위가 떨어져 사용하는 학교가 많지 않았다. 이것 자체도 현
재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쓰기 교재에 대한 연구와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해 주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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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에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논증적 글을 쓰는 데 필요한 내용 생
성과 조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글을 완성하기, 반박 문단 쓰기, 
모방하여 쓰기 활동이 없었다. 자유 작문 활동은 쓰기의 분량이 고급 학습자에
게 너무 적고 과제의 유형도 찬반 논의가 대부분이었으며 과제의 제시 방법도 
주제를 제시하고 논증적 글 한 편을 쓰라는 데 그쳐 단일하였다.  
  물론 중국의 한국어 쓰기 교재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 한국에서 발
행된 교재를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한국에서 발행된 교재를 사용
하면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적 논증적 글을 쓸 수 있다고 여겨질 수는 있
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발행된 교재를 사용하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한국에서 
발행된 한국어 쓰기 교재에서 통계결과, 연구결과와 같은 사실 논거를 사용한
다는 내용이 있는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중국어 의론문을 배울 때 유명인
의 의견을 인용하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생각날 수도 있다. 그러면 유명인의 
의견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유명인의 의견을 인용하여 논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 간 수사학에서도 L1과 L2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효봉(2015: 240)에서도 지향하는 쓰기 교육의 목표가 텍스트 구성 원리의 차
이를 규명하여 유사비표준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제2언어로서의 쓰기 교육에서 L1과 L2의 차이에 대한 규명과 인지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의 쓰기 교재를 도입하여 중국
어로 번역하여 출판하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중국어와 한국
어 논증적 글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겠지만 제효봉
(2015: 24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번역해서 출판된 한국의 쓰기 교재는 다언어
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의 번역본뿐이지 특정 언어권 학습자의 쓰기 문제를 해
결하기 어렵다. 즉 이런 교재는 중국인을 위한 교재가 아니라 다언어권 학습자
를 위한 범용 교재의 중국어 번역본일 뿐이다. 
  위의 논의를 통해 현재 중국에서 한국어 쓰기 교육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
고 논증적 글쓰기 교육은 중국어의 영향을 받았으며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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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교육은 다소 표현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보이며 이런 내용은 정독 과
목에서 다루어야 하고 쓰기 과목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내용, 조직, 사회문화
적 요소 등 글쓰기의 필수 요소와 서사, 설명, 논증 등 기능이다(김충실·이화
자, 2014; 맹강, 2018). 또한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쓰기 교재가 부족하다는 문
제도 있는데 이는 향후 중국인을 위한 쓰기 교재 개발을 중요한 과제로 제기한
다.

2) '개입' 중심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관점

  쓰기 교육의 접근법 중에서 결과 중심 접근법, 과정 중심 접근법, 장르 중심 
접근법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3 가지 접근법은 모국어나 
제2언어 쓰기 교육에서 두루 사용되어 왔다. Ⅲ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개입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한 논증적 
글쓰기의 장르적 차이 때문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논증적 글쓰
기의 장르적 특성,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 쓰기 목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도 한·중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에 대
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한국어 논증적 글의 장르적 특성을 학습자로 하
여금 숙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르 중심 쓰기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독자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독자 
의식이라는 것은 논증적 글쓰기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쓰기 
과제를 받을 때부터 글을 완성할 때까지의 쓰기 과정을 학습자가 스스로 머릿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지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인지적 절차는 민병
곤(2004)에 의하면 '입장의 선택과 표현, 논거의 생성과 조직, 논거의 지지와 논
증도식의 선택, 반대편을 고려한 논증, 언어 표현의 선택·수정·보완, 수사적 
전략의 구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절차 중에서 쓰기 전에 입장을 선택할 때 
독자의 반대 입장도 고려해서 구조를 잡아야 하고 쓰는 중에도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갈 때 항상 독자의 가능한 반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쓰고 나서 
점검을 할 때도 독자의 가능한 반박을 언급했는지, 잘 반박했는지 등을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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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과정 중심 쓰기 교육도 필요하다. 
  결과 중심 접근법, 과정 중심 접근법, 장르 중심 접근법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 배저와 화이트(Badger & White, 2000)에 의하면 결과 중심 접근법은 쓰기
에 필요한 언어 지식과 모방 쓰기를 강조하지만 쓰기 과정과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중요시하지 못하고 과정 중심 접근법은 쓰기 기술과 쓰기 
전 준비하기 단계를 매우 중요시하지만 모든 글쓰기가 같은 과정으로 하고 언
어 지식과 같은 입력이 부족하며 장르 중심 접근법은 쓰기가 특별한 목적을 가
지고 특정한 사회적 상황의 제약을 받고 모범 글에 대한 분석과 모방을 통해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쓰기 기술을 잘 중요시하지 않는
다. 따라서 배저와 화이트(Badger & White, 2000)에서는 이 3 가지 접근법을 통
합하는 과정 장르적 모형(A process genre model of writing)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Ⅳ-1] 쓰기 교수의 과정 장르적 모형(Badger & White, 2000) 

  쓰기 교수의 과정 장르적 모형에서 교수자는 쓰기 상황(situation)을 강조하고 
글쓰기의 목적과 이와 관련되는 사회적 맥락을 제시해 준다. 그 다음에 교수자
는 담화 참여자(tenor), 담화 방식(mode), 담화 내용(field)57)를 파악하게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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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장르의 어휘, 문법, 구조 등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어 글쓰기에 적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계획하기, 초고 쓰기, 수정하기 등 쓰
기 기술을 활용하여 한 편의 글을 완성한다. 배저와 화이트(Badger & White, 
2000)에서는 집을 판매하는 글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글을 쓰는 목적은 집을 
판매하는 것이고 특정한 집단의 사람(담화 참여자)에게 호소해야 하고 특정한 
정보(담화 내용)를 포함해야 하며 집을 묘사하는 방법(담화 방식)도 물론 포함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어휘, 문법, 조직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고 고쳐 쓰기와 
교정하기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상황에 맞는 집에 관한 글을 완성한다. 서로 
다른 유형의 학습자에게 제공해 주는 입력도 서로 다르다. 어떤 장르에 대해 많
이 알고 있는 학습자에게는 입력이 필요 없거나 많이 제공해 주지 않아도 될 
것이며 특정한 독자에게 맞는 언어 지식을 모르는 학습자에게는 특정한 독자에
게 맞는 언어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해 줘야 한다. 과정 장르적 모형에서 쓰기는 
언어 지식, 맥락 지식, 쓰기의 목적, 언어 사용의 기술 등을 포함하며 쓰기 능력
의 습득은 학습자의 잠재력 개발과 입력 제공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외에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외국어 쓰기 교
육이므로 제2언어 쓰기 교육의 관점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 간 수
사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Ⅲ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
국어 논증적 텍스트에서 개입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과 한국의 
문화(대문화와 소문화)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를 위한 '개입' 중심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 내용을 설계할 때 문화 간 
수사학적 접근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L1과 L2 텍스트의 차이, 
L1과 L2 쓰기의 차이를 이해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개입' 중심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목표

57) 'tenor', 'mode', 'field'에 대한 번역은 이주리애(2011: 160)에 참고한 것이다. 이주리애
(2011: 160)에서는 이 용어들을 각각 테너, 모드, 필드로 음역하였지만 괄호를 붙여 각각 '
담화 참여자', '담화 방식', '담화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실제로 '담화 참여자', '담화 방식', 
'담화 내용'으로 번역하는 것은 가리키는 의미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
렇게 번역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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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에서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
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독자 의식을 향상시켜 개입
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독자 의
식이 부족하고 개입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
적 차이에 대한 미숙지이다. 따라서 교육 목표에 한국어 논증적 글의 장르적 특
성에 대한 이해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개입' 중심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
기 교육의 목표는 '한국어 논증적 글의 장르적 특성을 이해하고 독자 의식을 가
지며 개입을 적절히 사용하여 논증적 글을 쓸 수 있다'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논증적 글을 쓸 때 독자와의 
상호작용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
다.

[그림 Ⅳ-2] '개입' 중심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목표

  [그림 Ⅳ-2]에서 보다시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독자와의 상호작용적 능
력을 향상시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선 한국어 논증적 글의 장르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Ⅲ장에서 논의했듯이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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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한국어 학습자가 개입을 잘 쓰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개입' 
중심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서 우선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를 숙지
하게 하고 한국어 논증적 글의 장르적 특성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 
  한국어 논증적 글의 장르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
습자의 독자 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독자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개입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독자와의 상호
작용을 잘하지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한국어 논증적 글의 장르적 
특성을 이해하게 한 다음에 독자 의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개입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중·한 장르
적 차이와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부족, 독자 의식의 부족의 상호작용적 
영향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입의 적절한 사용은 위와 같은 2 단계를 기반
으로 해야 한다. 개입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독자와의 상호작용 능
력을 향상시키는 목표를 이루게 한다. 다음에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교육 내
용을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개입' 중심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 내용

1) '개입' 중심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 내용의 구성
  
  개입을 중심으로 한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목표는 한국어 논증적 글의 특성
을 이해하고 독자 의식을 가지며 개입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논증적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Ⅲ장에서 논의했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개입을 잘 쓰지 
못하는 것은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 중·한 개입 사용의 차이, 중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영향을 받은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 학습자 독자 의
식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궁극적으로 이는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
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독자 의식의 부족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개입' 중심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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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고려하여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 독
자 의식 고양, 그리고 개입의 적절한 사용을 포함해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중·
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는 주로 논증적 글의 개념,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런 것은 교육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독자 의식 고양의 경우, 전
술하였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독자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독자 
의식을 가지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목표하는 독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정해
야 하며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독자의 입장과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독자 의식 갖기, 독자의 설정, 독자의 입장 고려 등을 다루어야 할 것이
다. 물론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와 독자 의식 고양은 Ⅲ장의 분석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구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일 수가 있다. 하지만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와 독자 의식의 부족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
적 글쓰기 과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개입 교육 내용을 마련하
기 전에 우선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와 독자 의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즉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독자 의식 고양은 개
입 교육의 전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해야 개입의 교육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내용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3 단계로 나누어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즉 1 단계에서 중·
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 단계에서 이를 바탕으
로 학습자의 독자 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1, 2 단계를 토대로 실제로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를 할 때 개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교육해야 한
다. 
  Ⅲ장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개입 사용의 다양성, 적절성, 그리고 개입 
간의 결합 사용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입을 적절하게 사
용하여 논증적 글을 쓸 수 있다는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 개입의 기능과 
사용 상황, 개입 간의 결합 사용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廖傳風(2011)에서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평가어를 가르치면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각 개입을 이루는 표현도 교육 내용에 포함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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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문화 간 수사학의 관점에서 제2언어 쓰기 교육에 대해 카사나베
(Casanave, 2004)에서는 L1 텍스트와 L2 텍스트의 차이, L1과 L2 쓰기 학습 경
험, 구보타와 레너(Kubota & Lehner, 2004)에서는 L1과 L2 쓰기 학습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또 쓰기 교육에서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내용을 통해 학습자들은 L1과 L2 텍스트의 차이와 모국어 쓰기와 제2언어 쓰기
의 차이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는 중국인 한
국어 학습자에게는 외국어 쓰기이므로 이와 같은 문화 간 수사학적 접근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봐도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는 꼭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파악은 중·한 논증적 글쓰기에서 개입 사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논증적 글쓰기에서 중·한 개입 사용의 차이도 중요한 내
용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중국어 논증적 텍스트와 한국어 논증적 텍
스트에서 개입의 차이, 특히 각 개입 사용의 차이, 개입 간의 결합 사용의 차이
가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절차 교육 내용 세부 내용

1 단계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

-중·한 논증적 글의 개념 비교

-중·한 논증적 글의 구성 요소 비교

2 단계 독자 의식 고양

-독자 의식 갖기

-독자 설정

-독자의 입장 고려

3 단계 개입의 사용

-각 개입의 기능과 사용 상황

-개입 간의 결합 사용

-중·한 개입 사용의 차이

-각 개입을 이루는 표현

<표 Ⅳ-1> '개입' 중심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 내용 구성 



- 184 -

2) '개입' 중심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 내용의 상세화

(1)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

  전술하였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논증적 글쓰기에서 개입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은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따
라서 논증적 글쓰기 교육을 할 때 1 단계에서 우선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를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에 관한 교육 내
용을 구성할 때 장르 중심 접근법을 반영해야 한다.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에 관한 교육 내용은 크게 개념과 구성 요소 2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될 것이다. 
  중·한 논증적 글의 개념을 살펴보면, 중국의 논증적 글은 필자가 자신의 주
장을 논증함으로써 반대 입장을 갖는 독자를 설득하는 글이다(夏丐尊・葉紹鈞, 
2008: 655). 한국에서 논증적 글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나갈 뿐만 아
니라 독자에 대한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민병곤, 2008: 113). 중·한 논증적 글
의 개념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중국과 한국의 논증적 글의 개념에서 모
두 독자를 설득하는 요소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의론문은 
다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증에 초점을 맞추는 입론문과 타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초점을 두는 박론문으로 나누어진다. 물론 입론과 박론이 모두 포함되
는 의론문도 있겠지만 한 가지만 포함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중국에서 의론문이
라면 입론문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논증적 글은 입론은 물론이고 박
론도 포함되는 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논증적 글을 독자를 설득하는 글로 정
의하면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은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
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충실한 근거로 자신의 주장의 합리성을 
충분히 증명했으면 예상 독자를 설득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58) 즉 비

58) 한편으로 조인옥(2017: 16)에 의하면 논증적 텍스트에서 자기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다른 사
람의 관점을 논박하게 되지만 중국의 의론문에서 '논박'은 상대 입장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상대 입장과의 구별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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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개념만을 보면 별 차이가 없지만 실제로 개념에 담겨 있는 의미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개념의 차이는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다.  
  구성 요소의 경우, 전술하였듯이 중국어 논증적 글은 논점, 논거, 논증으로 구
성되며 한국어 논증적 글은 주장, 근거, 반론 수용과 반박으로 구성된다.59) 주
장, 근거는 중·한 논증적 글의 공통 요소이지만 반론 수용과 반박은 중국의 의
론문에는 부재하는 요소이고 한국어 논증적 글에는 필수 요소이다. 반론 수용
과 반박이 무엇이고 왜 포함해야 하며 논증적 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 것은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윌리엄스와 콜럼(Williams & Colomb, 2007, 
윤영삼 역, 2008: 519)에 의하면 반론 수용과 반박은 '예상할 수 있는 대안·반
론·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다. 의문, 한정, 대안적 관점을 반박하기 위해 
별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면 독자는 이런 글을 사려 깊은 논증이라고 판단
하며 반론 수용과 반박은 사려 깊은 논증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근본 요소이다
(Williams & Colomb, 2007, 윤영삼 역, 2008: 294, 519). 반론 수용과 반박은 먼저 
가능한 반론을 제시하고 자신의 반박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의 근거와 중국의 논증
적 글쓰기의 근거의 유형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도 파악하도록 지도
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의론문의 논거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중국
에서만 사용하고 한국이라는 담화공동체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거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테면, 중국에서는 당과 정부의 정책, 결의, 당과 국
가 고위 지도자의 의견은 모두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이런 근거를 
잘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시, 명언, 명구, 속담 등 고전을 근거
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고 고전을 인용하지 않으면 논설문이 되지 못할 정도

59) 윌리엄스와 콜럼(Williams & Colomb, 2007; 윤영삼 역, 2008)에서 밝혔듯이 전제는 항상 논증
적 텍스트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윌리엄스와 콜럼(Williams & Colomb, 2007; 윤영삼, 
2008)에서 이유와 근거를 구별하여 사용하였지만 실제로 학습자에게 과연 이유와 근거의 차
이를 가르쳐야 하는지는 재검토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유와 전제를 제시하
지 않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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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蔡基剛, 2001: 63) 한국에서는 이런 경향이 없고 이보다 연구결과, 통계 
자료 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에서 모두 '의견 논
거'를 사용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에서 유명인(해당 분
야의 전문가 여부는 막론하고)의 의견을 잘 인용하여 근거로 사용하지만 한국
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인용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
지 논의한 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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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중: 필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판단을 논증함으로써 반대 입장을 갖는 독자

를 설득하는 글로 입론문과 박론문 포함한다.

   입론문: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고 보통 반대 입장에 대한 고

려를 하지 않는다.

   박론문: 근거를 들어 자신의 입장과 다른 주장을 반박한다.

- 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며 독자를 설득하는 글로 중국의 입론문과 박

론문을 모두 포함하고 자신의 입장의 타당성에 대한 논증은 물론이고 

반대 입장에 대한 반박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구성 

요소

- 중: 논점, 논거, 논증

- 한: 주장, 근거, 반론 수용과 반박

- 반론 수용과 반박의 이해, 방법

   반론 수용과 반박은 왜 필요한가?

    반론 수용과 반박은 사려 깊은 논증의 필수적 근본 요소이다.

   반론 수용과 반박은 무엇인가?

    예상할 수 있는 대안·반론·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다.

   반론 수용과 반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능한 반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한 후 자신의 반박을 뒷받침

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 중·한 논증적 글 근거의 차이

   공통 근거

    실험 결과, 통계 자료, 문헌 자료, 과학적 법칙, 전문가 의견, 상식적 사실

   중국에서 설득력이 있지만 한국에서 설득력이 약한 근거

    당과 정부의 정책, 결의, 당과 국가 고위 지도자의 의견, 각종 논저의 철

학적 격언, 속담과 유명한 시구

   근거 인용 출처에 따른 신뢰도 인식 차이 

    중국에서는 역대 정치가, 사상가, 문학가, 그리고 유명인의 의견도 설득

력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보통 해당 분야의 전문가 혹은 경험자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

  <표 Ⅳ-2>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의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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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자 의식 고양시키기

  전술하였듯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독자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자 의
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위에서 논의된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2 단계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이 있다는 것
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같은 이슈에 대한 입장이 찬성, 반대, 중립 등 다양할 
수 있으며 논증적 글을 쓸 때 다양한 입장을 갖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또 텍스
트에 도입하여 논증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들의 독자 의식을 고양시
키기 위해 왜 독자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며 이는 
중·한 논증적 글쓰기의 장르적 차이에 기반을 둬야 한다. 즉 한국어 논증적 글
쓰기는 독자를 설득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이 중요하
기에 독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독자에 대한 인지도 필요할 것
인데 즉 독자는 어떤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가이다. 페럴만(Perelman, 
1969)에서는 보편 청중과 특수 청중으로 나누었고 최영인(2014)에서는 청중의 
입장에 따라 반대하는 입장, 지지하는 입장, 무입장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논증
적 글의 독자는 보편독자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집단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필자와 같은 입장을 갖는 독자도 있고 필자와 다른 입장을 갖는 독자도 있고 
입장이 없는 독자도 있을 수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독자 의식 고양의 교육 내용 구성은 과정 중심 접근법을 적용해야 하며 글쓰
기의 주제를 볼 때부터 '입장의 선택과 표현, 논거의 생성과 조직, 논거의 지지
와 논증도식의 선택, 반대편을 고려한 논증, 언어 표현의 선택‧수정‧보완, 수사
적 전략의 구사'(민병곤, 2004) 전 과정에 거쳐 독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
  글을 쓰기 전에 독자를 설정해야 한다. 논제를 받으면 자료를 검색하여 자신
의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입장을 결정한 후에 예상 독자를 설정해야 한
다. 즉 나의 독자가 어떤 사람인지, 글을 쓰는 목적은 보편 독자에 대한 설득을 
목표로 하는지,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설득을 목표로 하는지, 독자는 나와 어떤 
공유 지식을 갖고 있는지, 독자의 관심이 무엇인지, 특히 나와 입장이 다른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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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떤 주장을 갖고 있을지, 어떤 근거들을 제시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고려
가 필요하다. 
  독자 설정을 위해 읽기 자료와 각종 활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한국어 쓰기 과제의 주제는 '조기 외국어 학습'인데 논증적 글쓰기 교
육에서 이에 관한 읽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조기 외국어 학습'의 현황
에 관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자료를 통해 학습자들은 조기 외국어 학
습의 배경, 실태, 발전 추세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조기 외국
어 학습'에 대한 입장이 다른 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하고 각 입장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공유하고 
있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토론을 할 수 있다. 즉 '조기 
외국어 학습'에 대해 학습자들의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를 들어보고 서로의 
주장과 근거에 대한 반박을 통해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는 것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읽기 자료와 활동의 제시는 
학습자의 독자 의식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을 쓰는 중에는 항상 독자를 염두에 두며 논증을 전개해야 한다. 쓰기 후에
는 글 전체를 점검할 때 독자 고려를 충분히 하였는지, 독자가 다른 반론을 제
시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동료 피드백 활동을 통해 독자들이 자
신의 입장과 근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를 다시 고려
하여 글을 수정할 수 있다. 물론 쓰기 전, 중, 후 3 단계에서 독자에 대한 고려는 
그냥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쓰는 중에도 다시 쓰기 전 단계에 돌아가
서 독자의 입장에 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독자 의식 고
양에 관한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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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내용

- 독자 의식 갖기

  쓰기 전 과정 독자 의식을 가지며 독자의 반응을 고려한다.

- 독자 유형에 대한 인식

  보편독자, 특수독자, 나와 입장이 같은 독자, 나와 입장이 다른 독자, 입

장이 없는 독자

쓰기 

과정 

중심 

독자 

의식 

고양

- 쓰기 전: 독자 설정

   독자가 보편독자인지, 특수독자인지, 독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독자가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독자가 나와 어떤 공유 지식을 

갖고 있는지, 독자의 관심이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시 자료: 글쓰기 주제에 관한 현황 소개 자료, 입장이 다른 글

   활동: 토론하기

- 쓰는 중

  독자를 염두에 두고 논증을 전개한다. 자신의 논증에 대해 독자가 어떤 

반박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둔다.

- 쓰기 후

   글 전체를 점검하고 독자 고려를 충분히 하였는지, 독자가 다른 반론

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활동: 동료 피드백

<표 Ⅳ-3> 독자 의식 교육 내용의 상세화

(3) 개입의 사용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와 독자 의식 고양은 개입 교육을 위한 기반
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기반을 가져야 3 단계에서 개입의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개입의 적절한 사용을 위해 각 개입의 기능과 사용 상황, 
개입 간의 결합 사용, 중·한 개입 사용의 차이, 각 개입을 이루는 표현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우선 단성적 목소리와 다성적 목소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단성적 목소리는 타인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말하
는 것으로 '자신의 목소리'이다. 이에 비해 다성적 목소리는 타인의 의견을 제시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단성적 목소리와 
다성적 목소리의 교육 내용을 구성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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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단성적 목소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논
증적 글을 쓸 때 저자의 목소리만 하지 말고 다양한 외부의 목소리를 텍스트에 
도입하는 것이 좋고 개입을 보다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인식하
게 해야 할 것이다. 저자의 목소리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일방적으로 논증
을 전개하는 것이 되기 쉽고 다양한 목소리를 텍스트에 도입하면 텍스트에 다
성적 배경을 구축해서 더욱 객관적이고 대화적이며 독자에 대한 고려가 충분해 
보인다. 글쓰기 전에 자료 검색을 통해 어떤 이슈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파악
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단성적 목소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성적 목소리도 논증적 텍스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단성적 
목소리를 사용할 때 다성적 목소리와 결합해야 한다. 아래에서 단성적 목소리
와 다성적 목소리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자.

① 단성적 목소리

  단성적 목소리는 상호텍스트적 가정, 근거 기반 가정, 내러티브, 개인적 단언
으로 구성된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상호텍스트적 가정과 개인적 단언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였고 근거 기반 가정을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였다. 내러
티브 사용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는 크게 다르지 않았
다. 
  상호텍스트적 가정은 객관 사실과 공유 지식으로 나누어지는데 공유 지식은 
객관 사실처럼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 
지식보다 객관 사실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공유 지식보다 객관 사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상호텍스트적 가정은 논증을 전개하기 위한 배경을 
제시하는 기능과 근거 기반 가정이나 공표, 반대를 지지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
하는 기능이 있다. 주장을 제시하고 논증을 전개하기 전에 우선 상호텍스트적 
가정으로 해당 이슈에 관한 일반적 배경을 제시하고 화제 도입의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근거 기반 가정이나 공표, 반대로 주장을 제시할 때 상호텍스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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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그것들을 지지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근거로 제
시될 때는 객관 사실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위와 같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상호텍스트적 가정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양적 측면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상호텍스트적 가정을 지나치
게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호텍스트적 가정의 과다 사용을 피해
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중국과 달리 다소 공유 지식보다 객관 사실을 많이 
사용하며 근거 제시보다 배경 제시의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
와 같은 내용도 교육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근거 기반 가정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
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근거 기반 가정을 보다 많이 쓰도록 격려해야 한다. 
근거 기반 가정은 논증적 텍스트에서 핵심 주장을 지지하기 위한 하위 주장을 
제시하거나 제시된 자료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주
장을 제시하는 경우 다른 개입과의 결합 사용을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
야 한다. 근거 기반 가정은 기본적으로 상호텍스트적 가정과 승인, 그리고 가능
성 평가의 지지를 받는다. 비록 상호텍스트적 가정과 가능성 평가도 근거 제시
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연구결과, 통계결과, 보고서 등 객관 자료가 더 설득력
이 있다. 상호텍스트적 가정과 가능성 평가에 대해 독자는 인정하지 않고 다른 
입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서 근거 기반 가정과 그것을 지지하기 위한 개입이 서로 관련성이 약하거나 근
거 기반 가정을 지지하는 개입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교육에서 근거 기
반 가정과 승인, 가능성 평가, 그리고 상호텍스트적 가정의 관련성을 강조해야 
한다.
  평가하기 기능의 경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자료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
를 하는 능력이 부족해 보이며 어떻게 자료에 대해 분석 혹은 평가를 하는지를 
교육해야 할 것이다. 즉 기술된 내용에 대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
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를 지도해야 한다. 
  내러티브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증적 글에서 주로 
주장을 지지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였으며 많이 사용하는 편이 아니었다.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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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밝혔듯이 적절한 서사논증이 되기 위하여 한 개인의 개별적 사례는 보
편성과 전형성을 갖춰야 가능하다는 전제가 있고 한국어 학습자로서 한국이 아
닌 자국에서 경험한 사례는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무리가 있을 
것이며 서사논증만으로 논거 확립이 어렵다(조인옥, 2017: 32). 그리고 사회적 
공론의 과정이나 추론 없이 개인적 경험 혹은 지식만으로 성공적인 논증을 하
기가 어렵다(민병곤, 2004: 226).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이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러티브의 사용을 지양함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단언은 근거의 지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논증적 텍스트의 객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개
인적 단언을 독자와의 공유 지식이나 자신의 판단으로 인식하고 논증적 텍스트
에서 근거 제시나 배경 제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 단언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어 논증적 글은 격식적이고 객관적인 논증을 
요구하며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매우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 중국에서는 신문 
사설과 같은 격식적이고 엄밀한 논증을 요구하는 논증적 글도 있고 다소 엄밀
한 논증을 요구하지 않는 논증적 글도 있다. 중국의 대학 입시 글쓰기는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대학 입시 글쓰기는 보통 주제만 제시하고 
장르를 한정하지 않지만 논증적 글을 쓰는 학생이 대다수일 것이다. 대학 입시 
논증적 글쓰기는 논증의 성격을 띠고 있는 서정(抒情) 산문이 아닐까 싶다. 즉 
설득보다는 자신의 주장과 감정을 잘 표현하는 점에 집중하는 것이다. 중·한 
논증적 글의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논증적 
글의 객관성과 격식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개인적 단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며 사용하지 말아야 함을 교수해야 한다.
  위의 논의를 요약한다면 상호텍스트적 가정의 과다 사용, 내러티브와 개인적 
단언의 사용을 피해야 하며 근거 기반 가정 사용을 격려해야 한다. 그리고 질적
으로는 상호텍스트적 가정의 배경 제시, 근거 제시 기능과 사용 상황, 근거 기반 
가정의 평가하기, 주장하기 기능과 사용 상황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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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적 

목소리
교육 내용

상호텍스트

적 가정

- 분류 

  공유 지식, 객관 사실

-사용 상황과 기능

   논증 전개를 위한 배경을 제시한다.

   근거 기반 가정, 공표, 반대 등 개입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 중‧한 상호텍스트적 가정 사용의 차이

  한국에서 공유 지식보다 객관적 사실 정보를 선호하고 근거 제시보다 

배경 제시의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 유의점

   과다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공유 지식보다 객관적 사실 정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근거 기반 

가정

- 사용 상황과 기능

   하위 주장을 제시한다.

   제시된 내용에 대한 필자의 평가를 제시한다.

- 다른 개입과의 결합 사용

   근거 기반 가정+승인

   근거 기반 가정+상호텍스트적 가정

   근거 기반 가정+가능성 평가

- 유의점

   근거 기반 가정을 지지하기 위한 승인, 상호텍스트적 가정, 가능성 평

가를 제시해야 한다.

   근거 기반 가정과 그것을 지지하는 개입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내러티브
  내러티브로는 논거 확립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내러티브의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개인적 단언

- 개념

  개인적 단언은 근거 없는 주관적인 것이다. 

- 유의점

   개인적 단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개인적 단언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고 한국어 논증적 

글의 객관성과 격식성에 맞지 않으므로 개인적 단언의 사용을 지양해

야 한다. 

<표 Ⅳ-4> 단성적 목소리 교육 내용의 상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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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성적 목소리

가. 대화적 공간 확대

  다성적 목소리는 대화적 공간 확대와 대화적 공간 축소로 나누어지는데 대화
적 공간 확대는 다시 판단유보와 객체화로 나뉠 수 있다. 우선 Ⅲ장에서 밝혔듯
이 판단유보를 사용할 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달리 '정
보의 신뢰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대화적인 관점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
지 기술된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판단유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판단유
보를 대화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정보의 신뢰성'
에 대해 확실하지 않아서 사용하는 것이라기보다 제시된 명제가 단지 여러 가
지 가능성 중의 하나이며 예상 독자들이 다른 가능성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
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양적, 질적 사용을 지도해야 한다. 
  판단유보는 가능성 평가와 개인 관점을 포함한다. 가능성 평가는 논증적 텍
스트에서 주로 주장하기, 배경 제시, 근거 제시, 평가하기 기능을 사용하는데 특
히 주장하기는 한국어 논증적 텍스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다. 이렇
게 가능성 평가로 주장을 표현하는 것은 주장을 완화하고 독자의 거부감을 약
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가능성 평가를 통해 이어서 전개할 논증
을 위한 배경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근거 제시나 평가하기는 한국어 논증적 텍스
트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기능이다. 이와 달리 한국어 학습자는 근거 제시의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따라서 교육에서 이런 차이에 대한 인식을 강조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성 평가는 주로 Ⅱ장에서 김병건(2016ㄱ: 48)에서 
제시한 가능성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개인 관점의 경우, 한국어 논증적 텍스트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주장을 
완화하게 표현할 때만 사용하였지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주장 제시는 물론
이고 근거 제시할 때도 개인 관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한국어 논증적 텍스트
에서 개인 관점으로 근거 제시를 잘 하지 않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개인 
관점은 주로 '-ㄴ/는다고 생각하다/보다/믿다' 등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판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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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판단유보 교육 내용

가능성 

평가

- 기본 기능 인식

  '정보의 신뢰성'보다는 제시된 명제가 단지 여러 가능성 중의 하

나이며 다른 가능성도 존재함을 표시한다.

- 사용 상황과 기능

   주장을 완화하여 표현한다.(상용 기능)

   논증 전개나 반대를 위한 배경을 제시한다.

   근거 기반 가정, 공표, 반대 등을 위한 근거를 제시한다.

개인 관점

- 기본 기능 인식

  제시된 명제가 단지 여러 가능성 중의 하나이며 다른 가능성도 

존재함을 표시한다. 

- 사용 상황과 기능

  주장을 완화하게 표현한다.

- 유의점

   근거를 제시하는 데 사용하지 말 것.

   과다 사용하지 말 것.

<표 Ⅳ-5> 판단유보 교육 내용의 상세화 

  객체화의 경우, 인정은 주로 외부의 목소리를 텍스트에 도입하고 논증을 전
개하기 위한 배경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한
국어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에서 모두 많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외
부적 목소리를 도입하여 논증 전개를 위한 배경을 제시하면 텍스트를 위한 다
성적 배경을 구축했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 작문에
서 상호텍스트적 가정으로 논증을 위한 배경을 제시하였지만 그보다 인정으로 
외부의 목소리를 도입하여 논증 배경을 제시하는 것은 다성적 배경 구축에 더
욱 좋을 수도 있다. 거리는 주로 저자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텍스트에 도입할 
때 사용한다. 즉 예상 반론을 언급할 때 사용한다. 거리는 가능성과 같이 사용하
기도 하는데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김병건(2016ㄱ: 50-54)에 의하면 인
정과 거리를 이루는 표현으로는 'X에 따르면/의하면', '-고 하다/주장하다/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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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는 것으로 보다/알려지다/전해지다', '-는 관측이 나오다'/'-는 소문이 나
오다' 등이 있다. 그리고 거리는 중국의 논증적 텍스트에서 잘 사용되지 않고 
또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어떻게 사용
하기에 못지않게 사용하는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앞서 논의
한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와 독자 의식 고양시키기와 결합하여 교수
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객체화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객체화 교육 내용

인정

- 사용 상황과 기능

  타인의 목소리를 도입하고 논증을 위한 배경을 제시하여 텍스트의 

대화성을 높일 수 있다.

거리

- 사용 상황과 기능

  독자 고려로서 예상 반론을 언급할 때 사용한다. 

- 다른 개입과의 결합 사용

  가능성 평가와 결합하여 사용해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중·한 거리 사용의 차이 

  중국어 논증적 글에서 거리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한국어 논증적 

글에서 예상 반론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거리를 잘 사용한다.

<표 Ⅳ-6> 객체화 교육 내용의 상세화 

  김병건(2016ㄱ: 50-54)에 의하면 객체화를 이루는 표현은 다음 표와 같이 제
시할 수 있다.

객체화 표현

Ÿ '-고 강조하다/말하다/주장하다/밝히다/...'

Ÿ '-는/을 것으로 보다/알려지다/전해지다/예상하다/전망하다/...'

Ÿ '-는 관측/말/목소리/분석/소문/얘기/예상/예측/우려/의혹/전망

/지적/평가/해석/... 나오다/있다/많다/...'

Ÿ 'X에 따르면/의하면/...'

<표 Ⅳ-7> 객체화를 이루는 표현(김병건, 2016ㄱ: 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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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7>에서 보듯이 객체화를 이루는 표현은 매우 다양하다. 물론 이와 같
은 표현을 모두 가르칠 필요는 없을 것이고 한국어 논증적 텍스트에서 많이 사
용되는 것만을 가르쳐도 괜찮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런 표현을 다양하게 사
용하기보다는 외부의 목소리를 텍스트에 도입하여 논증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 대화적 공간 축소

  대화적 공간 축소는 선언과 부인으로 나누어진다. 선언의 경우, 동조는 논증
적 텍스트에서 반대 입장을 제시하는 데 사용하며 가능성 평가와 같이 사용하
면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동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조 사용의 의식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으며 동조를 
표시하는 표현도 교육 내용에 들어가야 한다. 동조는 주로 '물론...', '-기도 하다'
와 같은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승인의 경우, 승인은 주로 근거 기반 가정, 공표, 반대, 부정 등을 지지하기 
위해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중·한 논증적 텍스트의 승인이 서
로 다르기 때문에 중국식 승인을 지양하고 연구결과, 보고서 등과 같은 객관 자
료를 인용해야 한다. 또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승인을 사용할 때 출처를 밝
히지 않았으며 주장과 관련이 약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승인을 사용할 때 반
드시 출처를 밝혀 인용해야 하고 또한 지지하는 주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승인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승인을 사용하는 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 김병건(2016ㄱ: 44-45)에 의하면 승
인을 이루는 표현으로는 'X에 따르면/의하면/따라', 'X는 ...-ㄴ/는다고 하다/주
장하다/밝히다' 등을 들 수 있고 객체화를 이루는 표현과 유사하다.
  공표는 주로 강력히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데 중국인 한국어 학
습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슷하게 사용하였다. 공표는 필자의 주장을 강력
히 표현하기 때문에 공표를 사용할 때 이를 지지하기 위한 근거를 함께 제시해
야 함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선언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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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할 수 있다.

선언 교육 내용

동조

- 사용 상황과 기능

  예상 반론을 언급할 때 사용한다.

- 다른 개입과의 결합 사용

  가능성 평가와 결합하여 사용하면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유의점

  사용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승인

- 사용 상황과 기능

  근거 기반 가정, 공표, 반대, 부정 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할 

때 사용한다.

- 중·한 승인의 차이

  중국과 한국에서 연구결과, 통계결과와 같은 객관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공통적이지만 중국에서 고전도 사용할 수 있다.

- 유의점

   사용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사용할 때 출처를 밝혀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공표

- 사용 상황과 기능

  필자의 주장을 강력히 표현한다.

- 다른 개입과의 결합 사용

  반드시 공표를 지지하기 위한 승인, 상호텍스트적 가정, 가능성 평

가와 결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표 Ⅳ-8> 선언 교육 내용의 상세화 

  아래는 김병건(2016ㄱ)과 맹강(2017ㄱ, ㄴ)에 의해 정리한 동조와 승인을 이
루는 표현들이다. 이와 같은 표현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숙지하여 실제로 논증
적 글을 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물론 이런 표현은 모두 사용하
도록 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교수하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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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
Ÿ 물론, 물론 ...-기는 하다

Ÿ -(으)ㄹ지라도, -더라도, -아/어/여도, -는데도 불구하고

승인

Ÿ X에 따르면, X를 보면, X에/에서 (보듯이), (X의) 조사/확인/감사/... 

결과

Ÿ -(으)로/-는 것으로 나타나다/드러나다/조사되다/밝혀지다/확인되

다/예상되다/전망되다

Ÿ -ㄴ/는다고 말하다/진술하다/주장하다

<표 Ⅳ-9> 동조와 승인을 이루는 표현 

  부인의 경우, 우선 부정은 상대방의 입장을 언급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필자
의 주장을 제시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부정으로 상대 입장을 텍스트에 도입
하고 부정하고 필자의 주장을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중국어 논
증적 텍스트에서 부정을 잘 사용하지 않고 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부정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을 사용하는 의식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
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부정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견되었
는데 이에 대한 바른 사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정을 이루는 표현으로는 '
이/가 아니다', '없다', '-지 않다' 등을 들 수 있다.
  반대는 주로 상대 주장을 언급하고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필자 주장을 제시
할 때 사용된다. 그리고 반대는 다양한 개입과 결합하여 사용하는데 동조와 거
리와 결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즉 먼저 동조와 거리를 통해 예상 반론을 
언급하고 반대로 예상 반론에 대한 필자의 주장, 즉 반박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
렇게 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상호텍스트적 가정과 결합하여 사용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주로 제시된 내용에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반대를 사용하는 의식이 거의 없었
으며 반대와 다른 개입 간의 결합 사용을 하는 의식도 거의 없었다. 이는 중국
어 논증적 텍스트와 한국어 논증적 텍스트에서 반대의 사용, 반대와 기타 개입 
간의 결합 사용의 차이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중·한 논증적 텍스트
에서 반대의 차이는 물론이고 반대와 기타 개입 간의 결합 사용의 의식을 강화
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 반대는 주로 '-(으)나, -지만' 



- 201 -

등 연결어미와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 등 접속부사를 통해 이루어
진다. 부인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부인 교육 내용

부정

- 사용 상황과 기능

  예상 반론을 언급하고 반박할 때 사용한다.

- 다른 개입과의 결합 사용

  반드시 부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의 승인, 상호텍스트적 가정, 가능

성 평가와 결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 중·한 부정 사용의 차이

  중국의 논증적 텍스트에서 부정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한국의 논증적 

텍스트에서 예상 반론을 언급하고 반박할 때 잘 사용한다.

- 유의점

   예상 반론을 언급하고 반박할 때 사용함을 강화해야 한다.

   부정의 사용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반대

- 사용 상황과 기능

   예상 반론 언급 후 반박하고 필자의 주장을 제시할 때 사용한다.

   현재의 상황이나 실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할 때 사용한다.

- 다른 개입과의 결합 사용

  동조 또는 거리로 예상 반론을 언급하고 반대로 필자의 반박을 제시하

고 승인, 상호텍스트적 가정, 가능성 평가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설

득력을 높일 수 있다.

- 중국과 한국 반대의 차이

   중국 논증적 텍스트에서 반대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 아니지만 한국

의 논증적 텍스트에서 잘 사용하는 편이다. 

   한국어 논증적 텍스트에서 반대는 주로 동조나 거리와 사용하지만 

중국어 논증적 텍스트에서 이런 결합 사용이 많지 않다.

<표 Ⅳ-10> 부인 교육 내용의 상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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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증적 텍스트에 반
영된 개입 사용 양상을 비교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개입' 중심의 한국
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는 논증적 텍스트에서 사용한 개입이 양적, 질적으
로 달랐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단성적 목소리를 과도하게 사용하였지만 한
국어 모어 화자는 다성적 목소리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중·한 논증적 글
의 장르적 차이, 중·한 개입 사용의 차이, 중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영향을 
받은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독자 의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성적 목소리의 경우, 상호텍스트적 가정의 사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더 많이 사용하였고 과도하게 사용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는 모두 
상호텍스트적 가정의 배경 제시와 근거 제시 기능을 사용하였고 그다지 차이가 
없었다. 근거 기반 가정의 사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
으며 한국어 모어 화자가 더 많이 사용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근거 기
반 가정을 사용하는 능력과 의식이 부족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질적으로 한국
어 모어 화자는 근거 기반 가정을 승인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
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상호텍스트적 가정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
었다. 내러티브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모두 사용한 것
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논증적 텍스트에서 개인적 단언을 
사용하는 것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특징이라 할 수 있고 중국인 한국어 학
습자는 개인적 단언을 독자와의 공유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개인적 
단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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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성적 목소리는 대화적 공간 확대와 대화적 공간 축소로 분류되는데 대화적 
공간 확대의 경우, 판단유보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는 
가능성 평가를 양적으로 유사하게 사용하였으며 각 기능을 수행하는 가능성 평
가의 사용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는 주장하기와 배경 제시 기능을 많이 사용하
였지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근거 제시와 주장 제시 기능을 많이 사용하였
다. 개인 관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모어 화자는 주로 주장을 표현할 
때 사용하였지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주장 표현은 물론이고 근거를 제시할 
때도 사용하였다. 객체화의 경우, 인정 사용에 있어, 양적, 질적으로 모두 차이
가 없었지만 거리 사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한국어 
모어 화자가 더 많이 사용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는 거리를 사용하는 의식이 부
족하였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거리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화적 공간 축소의 경우, 선언에서 우선 동조 의 사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왔으며 한국어 모어 화자가 더 많이 사용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
습자는 동조를 사용하는 의식이 부족하였다. 승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는 승인을 사용
할 때 출처를 밝혔지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한국어 
모어 화자는 출처를 밝히면 근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 설득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공표의 사용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인의 경우, 우선 부정의 
사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부정을 
사용하는 의식이 약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대의 사용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한국어 모어 화자가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모어 화자는 주로 반대를 통해 예상 반론에 대
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는 데 비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주로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나서 그런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다른 
개입과의 결합 사용에 있어, 한국어 모어 화자는 주로 상호텍스트적 가정,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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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와 결합하여 사용하였지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너무 다양한 개입과 결
합하여 경향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독자 의식이 부족하고 쓴 논증
적 텍스트는 독자와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논증을 전개하려
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반해 한국어 모어 화자는 뚜렷한 독자 의식을 가지며 
다양한 목소리를 텍스트에 도입하여 다성적 배경을 구축해 대화성이 강하였다. 
이는 4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이다. 
중국의 논증적 글은 입론문과 박론문으로 나누어지는데 학교에서는 주로 입론
문을 가르치고 평소에 말하는 논증적 글도 입론문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그러므로 논증적 글의 요소를 말하면 보통 논점, 논거, 논증만 언급하고 예
상 반론에 대한 반박은 포함되지 않고 논증적 글이라면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
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자신 주장의 합리성을 증명했으면 상대방을 설득하는 목
적을 이룬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에서 논증적 글은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를 설득하는 목적도 포함되며 독자 설득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구성 요소로 보면 한국어 논증적 글은 주장, 근거, 반
론 수용과 반박이 포함되는데 반론 수용과 반박이 필수 요소가 된다. 즉 독자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과 한국의 논증적 텍
스트에서 개입이 양적, 질적 사용이 다르다. 셋째, 중국어 논증적 글쓰기의 영향
을 받은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이다. 현재 중국에서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
기는 다소 중국어 논증적 글쓰기의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의 강조 내용, 학습자에게 부과한 쓰기 과제의 주제 등이 중국어 논
증적 글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는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였다. 넷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독
자 의식이 부족하였다. 한국어 모어 화자에 대한 인터뷰에서 '독자'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될 만큼 많이 언급되었는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인터뷰에서 
'독자'라는 단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독자 
의식이 부족한 것은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와 중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즉 궁극적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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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적 글에서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하는 것은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
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자는 이런 차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중국어 논증적 글쓰기를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쳐
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독자 의식이 부족하였다. 독자 의식의 부족은 논증
적 글에서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결론
적으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는 모국어인 중국어 논
증적 글쓰기의 영향을 받았으며 소문화보다 대문화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개입' 중심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 내용을 
구성할 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개입 사용 양상과 배경 요인을 고려해야 한
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입' 중심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 내용을 3 단계로 나
누어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 독자 의식 고양시키기, 개입의 사용으로 
구성하였다.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이와 독자 의식 고양시키기는 개입 
교육의 기반과 전제가 되는 것이다. 1 단계에서 중·한 논증적 글의 장르적 차
이는 개념 비교, 구성 요소 비교가 들어 있는데 특히 구성 요소 중에서 예상 반
론에 대한 반박, 중·한 근거의 차이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특성 비교의 
경우, 한국어 논증적 글은 격식적이고 객관성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 
  2 단계에서는 독자 의식 고양시키기인데,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항상 독자 의식
을 가져야 하며 독자의 설정과 독자 입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나의 예상 독자가 누구인가, 독자의 생각이 무엇인가, 독자는 어떤 근거를 제시
할 것인가 등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3 단계 개입의 사용에 있어, 주로 양적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양
적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적게 사용하는 것은 사용 의식을 고양시켜야 하
며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질적 측면에
서 각 개입의 기능과 사용 상황, 중국어 논증적 글에서 개입과의 차이, 개입 간
의 결합 사용, 각 개입을 이루는 표현 등을 고려해서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우선 다성적 목소리를 사용하는 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 그리고 단성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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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에서 상호텍스트적 가정과 내러티브의 과다 사용, 개인적 단언의 사용을 
피해야 하며 근거 기반 가정의 사용을 격려해야 한다. 그리고 질적으로는 상호
텍스트적 가정의 배경 제시, 근거 제시 기능과 사용 상황, 근거 기반 가정의 평
가하기, 주장하기 기능과 사용 상황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켰다. 
  다성적 목소리에서 대화적 확대의 경우, 판단유보에 있어, 가능성 평가의 주
장하기, 근거 제시, 배경 제시, 평가하기 기능과 사용 상황, 개인 관점의 주장 
제시 기능과 사용 상황, 그리고 관련 표현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켰다. 객체화의 
경우, 거리의 예상 반론 제시 기능과 관련 표현을 교육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였
다. 
  대화적 축소의 경우, 우선 부인의 사용 의식을 고양해야 한다. 그리고 부인에
서 부정으로 가능한 상대 입장을 부정하고 필자 입장을 제시하는 기능과 사용 
상황, 반대로 상대 주장 제시하고 필자 주장을 제시하는 기능, 동조, 거리와의 
결합 사용, 또한 부정과 반대 관련 표현을 파악하도록 교육 내용에 포함시켰다. 
선언의 경우, 우선 동조의 사용 의식을 고양시켜야 하며 동조의 상대 입장 제시 
기능과 관련 표현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켰다. 승인의 경우, 우선 승인을 사용하
는 의식을 고양시켜야 한다. 그리고 중국식 근거를 지양하고 연구결과, 보고서 
등과 같은 객관 자료를 출처를 밝혀 인용해야 하고 또한 지지한 주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공표의 경우 공표를 사용할 때 이를 지지하기 위한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선언 관련 표현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켰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문화 간 수사학적 접근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논증적 텍스트에 반영된 개입을 비교하여 개입 사용 양상의 원인
을 대문화와 소문화의 측면에서 해석해 보았다. 연구 참여자의 쓰기 결과물을 
수집하고 중국과 한국의 한국어 쓰기 교수자의 교육 내용을 설문조사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개입을 사용하는 의도를 파악해 보았다. 본 연
구는 기존 한국어 쓰기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필자와 독자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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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서론에서 밝혔듯이 영어 쓰기 
교육에서 개입에 관한 연구에서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데도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참여자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는지를 직접 관찰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후속 연구
에서 사례연구를 하여 과정 중심적 접근으로 실제로 참여자들이 개입을 선택하
여 사용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를테면, 어떤 위치에서 어떤 개입을 
왜 선택하였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개입
을 선택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
지, 개입 사용에 영양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살펴볼 필
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어 학습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입을 선택하
여 사용하는지를 관찰하고 이에 맞추는 교육적 처치를 마련하는 것이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 의의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Ⅱ장에서 밝혔듯이 평가어 이론은 태도, 개입, 강도를 포함하는데 본 
연구에서 논증적 글쓰기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개입만을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 태도, 강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태도, 개입, 강도의 상호작용에 대
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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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쓰기 과제
한국어 모어 화자용 쓰기 과제

  다음은 조기 외국어 학습에 관한 글입니다. 글을 읽고 요구에 따라 논증하는 글을 써 보십시오.
-----------------------------------------------------------------------------------------------------
  조기 외국어 교육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 전국의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 2천400여 곳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매달 평균 약 35만원의 비용을 지
불했다.
  15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조기 외국어 교육 효과를 중심으로
'(이정림 외)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한국 전국의 유아 대상 어학원은 914곳, 영
어학원은 1천490곳이었다. 월 평균 교습비는 어학원과 영어학원이 각각 35만5천72원과 34만9
천403원이었다.
  외국어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내에서 별도 비용을 지불하는 특별활동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지난 2013년 6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19.4%가 영어였다. 중국어 등 다른 외국어(1.7%)까지 포함하
면 21.1%나 돼 국어(6.6%)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보고서는 "일부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신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고 있고 
다수의 영유아는 학습지도 이용하고 있다"며 "사교육 이용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가구 부
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기 외국어 학습은 중국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다. <중국 소년 아동 영어 학습 현황 및 추
세 백서>에 의하면 조사를 받은 11775명 소년 아동 중에서 59.4%가 3-5살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32.8%가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7.8%가 3살 전부터 영어 공부
를 시작하였다. 
----------------------------------------------------------------------------------------------------------
  조기 외국어 학습의 열풍이 불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선택하고 조기 외국어 학습에 
대한 논증하는 글을 써 보십시오. 단,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을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
  조기 외국어 학습이란 학령(學齡)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0-7살, 초등학교 취학 전)에게 일정
한 커리큘럼에 따라 실시하는 외국어 교육을 말한다.
----------------------------------------------------------------------------------------------------------
주의 사항:
※ 글쓰기 상황은 시험 상황이 아닙니다.
※ 글자수는 800자 내외입니다. 더 많이 쓰고 싶다면 더 많이 써도 되고 최소 분량은 800자입

니다. 
※ 스스로 자료를 검색하고 그대로 베껴 쓰지 말고 자신의 말로 요약하여 사용하십시오. 그리

고 자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도록 분석과 평가도 하십시오.
※ 글쓰기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제목은 스스로 정하시고 표절을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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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용 한국어 쓰기 과제
  다음은 조기 외국어 학습에 관한 글입니다. 글을 읽고 요구에 따라 논증하는 글을 써 보십시오.
-----------------------------------------------------------------------------------------------------
  조기 외국어 교육 열풍의 영향으로 전국의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이 2천400여곳에 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매달 평균 약 35만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15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조기 외국어 교육 효과를 중심
으로'(이정림 외)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전국의 유아 대상 어학원은 914곳, 
영어학원은 1천490곳이었다. 월 평균 교습비는 어학원과 영어학원이 각각 35만5천72원과 
34만9천403원이었다.
  외국어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내에서 별도 비용을 지불하는 특별활동 중에
서도 가장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지난 2013년 6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조사결과
를 분석한 결과 전체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19.4%가 영어였다. 중국어 등 다른 외국어
(1.7%)까지 포함하면 21.1%나 돼 국어(6.6%)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보고서는 "일부 영유아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신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고 
있고 다수의 영유아는 학습지도 이용하고 있다"며 "사교육 이용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
어 가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기 외국어 학습은 중국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다. <중국 소년 아동 영어 학습 현황 
및 추세 백서>에 의하면 조사를 받은 11775명 소년 아동 중에서 59.4%가 3-5살부터 영어
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32.8%가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7.8%가 3살 전
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였다. 
-----------------------------------------------------------------------------------------------------
  조기 외국어 학습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성 혹은 반대의 주장을 선택하고 논증하
는 글을 써 보십시오. 단,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은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
  조기 외국어 학습이란 학령(學齡)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0-7살, 초등학교 취학 전)에
게 일정한 커리큘럼에 따라 실시하는 외국어 교육을 말한다.
-----------------------------------------------------------------------------------------------------
주의 사항:
※ 글쓰기 상황은 시험 상황이 아닙니다.
※ 글자수는 800자 내외입니다. 더 많이 쓰고 싶다면 더 많이 써도 되고 최소 분량은 800

자입니다.  
※ 스스로 자료를 검색하고 그대로 베껴 쓰지 말고 자신의 말로 요약하여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자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 드러나도록 분석과 평가도 하십시오.
※ 사전 사용은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네이버 온라인 사전(http://cndic.naver.com/)을 사

용해야 합니다.
※ 글쓰기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제목은 스스로 정하시고 표절을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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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용 중국어 쓰기 과제
    阅读下面的文章，按照要求写一篇议论文。

----------------------------------------------------------------------

    所谓低龄留学中的“低龄”，通常被定义为那些未满18岁、赴国外接受中小

学教育的留学生。2005年之前的中国，中小学生跨出国门学习的现象并不普遍，

以该年为分界点，此后出国留学的中小学生总人数呈现增长态势，美国、加拿

大、英国以及澳大利亚、新加坡等国成为中国小留学生们的热门选择。

    以美国为例，据美国国土安全局的统计数据，2005-2006学年，中国仅有65

名学生持因私护照去美国读中学，到2012-2013学年，美国私立高中有23795名中

国学生，7年间增加了365倍。据美国《2015门户开放报告》，初高中在美留学人

数出现大幅增长，全球在美低龄留学生高达14万余人，根据中国学生所占比例进

行粗略估算，仅2014-2015学年就有4万余名中国学生在美学习中学课程，比上一

学年增长了近5000人。

    2015年，一项通过调查458位个人资产在1000万元以上中国家庭的研究发

现，超过30%的高净值人群认为应该在高中阶段即送孩子出国读书，超过排在第

二位的大学阶段（23.14%）和排在第三位的初中阶段（13.76%）。换句话说，计

划中学阶段（初、高中）就送孩子去国外上学的高净值人群比例接近45%。可以

说，对低龄留学的认可在高净值人群中已渐成主流。

----------------------------------------------------------------------

    对于低龄留学有人持赞成态度，有人持反对态度，对此您是赞成还是反对

呢？以“低龄留学”为主题，从赞成或反对中选择一个立场，写一篇议论文。文

中要包括对反方(与自己立场相反的人)观点的反驳。

----------------------------------------------------------------------

    低龄留学是指未满18周岁、独自或由父母中一人陪同赴国外接受中小学教

育的留学生，直接移民国外的除外，即，完成学业后会回到自己的祖国。

----------------------------------------------------------------------

注意事项：

※ 本写作不是考试中的写作。

※ 字数不少于800字，须充分论证自己的观点。

※ 请查阅相关资料完成写作，查到的资料不要直接使用，请用自己的话概括后

使用。另外，请结合自己的想法（意见），对资料进行分析与评价。

※ 时间不限，题目自拟，不可剽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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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인터뷰 내용
연구 참여자용 인터뷰 내용

1. 단성적 목소리의 의도와 인식에 대해 물어본다. 

  1) 단성적 목소리 부분에 대해 작문에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말한 건가, 상식으

로서 독자도 이렇게 생각할지를 생각해서 말한 건가, 아니면 단지 개인적 생

각인가? 

  2) 왜 어떤 위치에서 그런 단성적 목소리를 사용하였는가?

2. 다성적 목소리: 대화적 공간 확대에 있어, 어떤 위치에 판단 보유와 객체화를 

쓰는 의도에 대해 물어본다.

  1) 해당 위치에 개인 관점을 표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2) 해당 위치에 '-(으)ㄹ 수 있다', '-(으)ㄹ 것이다' 등의 가능성 평가 표현을 사

용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3) 해당 위치에 인정 자원을 사용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4) 해당 위치에 거리 자원을 사용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3. 다성적 목소리: 대화적 공간 축소에 대해, 어떤 위치에 부인과 선언을 사용하

는 의도에 대해 물어본다.

  1) 해당 위치에 부정 자원을 사용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2) 해당 위치에 반대 자원을 사용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3) 해당 위치에 동조 자원을 사용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4) 해당 위치에 승인 자원을 사용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5) 해당 위치에 공표 자원을 사용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4. 개입 자원 결합 사용의 의도에 물어본다.

  1) 해당 위치에 개입 자원들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이러한 사

용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5. 좋은 한국어/중국어 논증적 글은 어떤 글인가? 어떻게 자신의 작문에 반영하였

는가?

6. 중국과 한국 논증적 글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자신의 글에 

반영하였는가?(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만 해당)

7. 글을 쓸 때 어떻게 독자를 고려하여 썼는가? 

8. 쓰기의 목적은 무엇인가?

9. 한국어 쓰기를 배우는 방법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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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설문지

중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용 설문지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박사 과정 맹강입니다.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한국어 교수의 쓰기 강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은 한국어 쓰기 교수
를 대상으로 하는 쓰기 교육에 관한 것으로서 정답은 없으니 사실대로 답해 주신다면 감
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개인 정보는 소속 대학과 연락처인데 필요 시(보통 필요하
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선생님들과의 연락에만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 정보는 연구 참여자 맹강의 개인 노트북(비밀번호 설정
되어 있음)에 저장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연구가 끝나면 즉시 
폐기됩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에만 사용됩니다. 참여 가능하신다면 아래 '동의
함' 버튼을 누르시고 설문에 답해 주시면 되며 참여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 아래 '동의하
지 않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설문을 작성하시다가 갑자기 참여하고 싶지 않게 된
다면 즉시 중지하시면 되며 제출되지 않는 설문은 연구자도 보지 못합니다. 문의사항이 있
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박사 과정 맹강 
핸드폰: +82-10-6796-1988

위챗: MG0722
카톡:menggang0722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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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해당 (     )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1. 한국어 쓰기 강의를 하실 때 다음과 같은 글을 얼마나 자주 가르치십니까? 

장르

거의 가르치

지 않는다

1

잘 가르치

지 않는다

2

보통이다

3

자주 가르

친다

4

매우 자주 

가르친다

5

1) 서사문 (       ) (       ) (       ) (       ) (       )

2) 논설문 (       ) (       ) (       ) (       ) (       )

3) 설명문 (       ) (       ) (       ) (       ) (       )

4) 독후감 (       ) (       ) (       ) (       ) (       )

5) 개작 (       ) (       ) (       ) (       ) (       )

6) 일기 (       ) (       ) (       ) (       ) (       )

7) 문학 작품(산문, 시 등) (       ) (       ) (       ) (       ) (       )

8) 편지 (       ) (       ) (       ) (       ) (       )

9) 연구논문(보고서) (       ) (       ) (       ) (       ) (       )

10) 글의 내용 요약하기 (       ) (       ) (       ) (       ) (       )

11) 비즈니스 쓰기(비즈니

스 보고서, 이메일 등)
(       ) (       ) (       ) (       ) (       )

 

2. 논설문 쓰기를 강의하시는 기간에 논설문 쓰기 과제를 얼마나 자주 학생에게 주십

니까? 

거의 주지 

않는다

1

잘 주지 

않는다

2

보통이다

3

자주 준다

4

매우 자주 

준다

5

과제 부여 빈도 (       ) (       ) (       ) (       ) (       )

3.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논설문 쓰기의 주제를 얼마나 자주 주십니까?

주제 유형

거의 주지 

않는다

1

잘 주지 

않는다

2

보통이다

3

자주 준다

4

매우 자주 

준다

5

1) 정치적 이슈 (       ) (       ) (       ) (       ) (       )

2) 경제적 이슈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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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어 논설문 쓰기를 가르치실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강조 내용

거의 

강조하지 

않는다

1

잘 

강조하지 

않는다

2

보통이다

3

강조한다

4

매우 

강조한다

5

1) 미사여구(언어가 아름다워야 한다). (      ) (      ) (      ) (      ) (      )

2) 바른 어휘・문법과 맞춤법을 사용한

다.
(      ) (      ) (      ) (      ) (      )

3) 주장이 뚜렷해야 한다. (      ) (      ) (      ) (      ) (      )

4) 자신의 감정을 사실대로 표현한다. (      ) (      ) (      ) (      ) (      )

5) 창조성과 상상력 (      ) (      ) (      ) (      ) (      )

6) 개인의 경험을 사용한다. (      ) (      ) (      ) (      ) (      )

7) 역사적 사건 또한/또는 현재의 사

건을 참고한다.
(      ) (      ) (      ) (      ) (      )

8)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 (      ) (      ) (      ) (      ) (      )

9) 유명인의 말과 행동을 인용한다. (      ) (      ) (      ) (      ) (      )

10) 논리적인 예를 통하여 주장을 논

증한다.
(      ) (      ) (      ) (      ) (      )

11) 통계, 조사결과, 연구결과 등 객관

적 자료를 인용한다.
(      ) (      ) (      ) (      ) (      )

12) 내용에 있어 앞뒤가 일관적이다. (      ) (      ) (      ) (      ) (      )

13) 단락과 단락,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      ) (      ) (      ) (      ) (      )

14) 독자 의식을 가져야 하며 글을 쓸 

때 독자를 생각하면서 쓴다.
(      ) (      ) (      ) (      ) (      )

15) 한국 사회와 논설문에 맞게 적절

한 언어 격식을 사용한다.
(      ) (      ) (      ) (      ) (      )

5. 위의 4번 문항에서 '강조한다' 혹은 '매우 강조한다'에 응답하셨다면 강조하

시는 이유를 간략히 써 주십시오. (먼저 해당 항목의 번호를 쓰고 뒤에 이유

를 써 주십시오. 예: 10) 논리적인 예를 통하여 주장을 논증한다면 설득력이 

강하다.)

                                                                          

6. 논설문에 대해 학생에게 피드백을 해 주실 때 다음과 같은 부분을 얼마나 중요시

3) 사회적 이슈 (       ) (       ) (       ) (       ) (       )

4) 삶의 이치 (       ) (       ) (       ) (       ) (       )

5) 문화적 이슈 (       ) (       ) (       ) (       ) (       )

6) 기타(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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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십니까?

7. 위의 6번 문항에서 '중요시한다' 혹은 '매우 중요시한다'에 응답하셨다면 중

요시하는 이유를 간략히 써 주십시오. (먼저 해당 항목의 번호를 쓰고 뒤에 

이유를 써 주십시오. 예: 1) 어휘, 문법, 문장의 바른 사용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의 기반이 되고 매우 중요한 것이다.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독자들이 이해도 하지 못할 수가 있다.)

                                                                          

8. 학생에게 가르치신 '독자를 설득하는 방법'을 간략히 써 주십시오.

                                                                          

9. 중국어와 한국어 논설문의 차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10. 위의 9번 문제에서 '잘 안다' 혹은 '매우 잘 안다'에 응답하셨다면 중국어와 

한국어 논설문의 차이를 아래에서 간략히 써 주십시오.

                                                                          

피드백 내용

거의 

중요시하

지 않는다

1

잘 

중요시하

지 않는다

2

보통이다

3

중요시한

다

4

매우 

중요시한

다

5

1) 어휘, 문법, 문장 (       ) (       ) (       ) (       ) (       )

2) 작문의 조직 (       ) (       ) (       ) (       ) (       )

3) 작문의 내용(주장의 타당성, 

일관성, 근거의 타당성, 신뢰성 

등)

(       ) (       ) (       ) (       ) (       )

4) 독자 고려 (       ) (       ) (       ) (       ) (       )

5) 한국 사회와 논설문에 맞게 

적절한 언어 격식의 사용
(       ) (       ) (       ) (       ) (       )

거의 모른다

1

잘 모른다

2

보통이다

3

잘 안다

4

매우 잘 안다

5

중한 논설문 

차이를 아는 

정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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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한국어 쓰기 교수용 설문지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전공 박사 과정 맹강입니다. 저의 학위 논문(제
목: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적 텍스트에 반영된 개입 자원 분석과 교육적 적용) 
작성을 위해 한국어 교수의 쓰기 강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이 설문은 한
국어 쓰기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쓰기 교육에 관한 것으로 정답은 없으니 사실대로 답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개인 정보(소속, 핸드폰 번호)는 연구 목적
과 사례비 지급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개인 정보는 연구 책임자(맹강)의 
개인 노트북(비밀번호 설정되어 있음)에 저장되어 있어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습니
다. 또한 연구가 끝나면 즉시 폐기할 것입니다. 핸드폰 번호는 사례를 지급하기 위해 
수집하는 것으로 사례가 지급 후 바로 폐기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 역시 연구에만 
사용됩니다. 참여가 가능하시다면 아래 '동의함' 버튼을 누른 후 설문에 답해 주시면 
되며, 참여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래 '동의하지 않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설문 도중에도 참여를 중단하고 싶으시다면 즉시 중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설문은 
제출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박사 과정 맹강 
핸드폰: +82-10-6796-1988

위챗: MG0722
카톡:menggang0722 

연구 참여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핸드폰 번호 수집 동의 여부(동의하시는 경우, 동의를 클릭하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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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해당 (     )에 '○'를 표시해 주십시오.

1. 한국어 쓰기 강의를 하실 때 다음과 같은 글을 얼마나 자주 가르치십니까? 

장르

거의 가르치

지 않는다

1

잘 가르치

지 않는다

2

보통이다

3

자주 가르

친다

4

매우 자주 

가르친다

5

1) 서사문 (       ) (       ) (       ) (       ) (       )

2) 논설문 (       ) (       ) (       ) (       ) (       )

3) 설명문 (       ) (       ) (       ) (       ) (       )

4) 독후감 (       ) (       ) (       ) (       ) (       )

5) 개작 (       ) (       ) (       ) (       ) (       )

6) 일기 (       ) (       ) (       ) (       ) (       )

7) 문학 작품(산문, 시 등) (       ) (       ) (       ) (       ) (       )

8) 편지 (       ) (       ) (       ) (       ) (       )

9) 연구논문(보고서) (       ) (       ) (       ) (       ) (       )

10) 글의 내용 요약하기 (       ) (       ) (       ) (       ) (       )

11) 비즈니스 쓰기(비즈니

스 보고서, 이메일 등)
(       ) (       ) (       ) (       ) (       )

 

2. 논설문 쓰기를 강의하시는 기간에 논설문 쓰기 과제를 얼마나 자주 학생에게 주십

니까? 

거의 주지 

않는다

1

잘 주지 

않는다

2

보통이다

3

자주 준다

4

매우 자주 

준다

5

과제 부여 빈도 (       ) (       ) (       ) (       ) (       )

3.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논설문 쓰기의 주제를 얼마나 자주 주십니까?

주제 유형

거의 주지 

않는다

1

잘 주지 

않는다

2

보통이다

3

자주 준다

4

매우 자주 

준다

5

1) 정치적 이슈 (       ) (       ) (       ) (       ) (       )

2) 경제적 이슈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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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어 논설문 쓰기를 가르치실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강조 내용

거의 

강조하지 

않는다

1

잘 

강조하지 

않는다

2

보통이다

3

강조한다

4

매우 

강조한다

5

1) 미사여구(언어가 아름다워야 한다). (      ) (      ) (      ) (      ) (      )

2) 바른 어휘・문법과 맞춤법을 사용

한다.
(      ) (      ) (      ) (      ) (      )

3) 주장이 뚜렷해야 한다. (      ) (      ) (      ) (      ) (      )

4) 자신의 감정을 사실대로 표현한다. (      ) (      ) (      ) (      ) (      )

5) 창조성과 상상력 (      ) (      ) (      ) (      ) (      )

6) 개인의 경험을 사용한다. (      ) (      ) (      ) (      ) (      )

7) 역사적 사건 또한/또는 현재의 사

건을 참고한다.
(      ) (      ) (      ) (      ) (      )

8)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다. (      ) (      ) (      ) (      ) (      )

9) 유명인의 말과 행동을 인용한다. (      ) (      ) (      ) (      ) (      )

10) 논리적인 예를 통하여 주장을 논

증한다.
(      ) (      ) (      ) (      ) (      )

11) 통계, 조사결과, 연구결과 등 객관

적 자료를 인용한다.
(      ) (      ) (      ) (      ) (      )

12) 내용에 있어 앞뒤가 일관적이다. (      ) (      ) (      ) (      ) (      )

13) 단락과 단락,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      ) (      ) (      ) (      ) (      )

14) 독자 의식을 가져야 하며 글을 쓸 

때 독자를 생각하면서 쓴다.
(      ) (      ) (      ) (      ) (      )

15) 한국 사회와 논설문에 맞게 적절

한 언어 격식을 사용한다.
(      ) (      ) (      ) (      ) (      )

5. 위의 4번 문항에서 '강조한다' 혹은 '매우 강조한다'에 응답하셨다면 강조하

시는 이유를 간략히 써 주십시오. (먼저 해당 항목의 번호를 쓰고 뒤에 이유

를 써 주십시오. 예: 10) 논리적인 예를 통하여 주장을 논증한다면 설득력이 

강하다.)

                                                                          

6. 논설문에 대해 학생에게 피드백을 해 주실 때 다음과 같은 부분을 얼마나 중요시

3) 사회적 이슈 (       ) (       ) (       ) (       ) (       )

4) 삶의 이치 (       ) (       ) (       ) (       ) (       )

5) 문화적 이슈 (       ) (       ) (       ) (       ) (       )

6) 기타(써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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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십니까?

7. 위의 6번 문항에서 '중요시한다' 혹은 '매우 중요시한다'에 응답하셨다면 중

요시하는 이유를 간략히 써 주십시오. (먼저 해당 항목의 번호를 쓰고 뒤에 

이유를 써 주십시오. 예: 1) 어휘, 문법, 문장의 바른 사용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의 기반이 되고 매우 중요한 것이다.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독자들이 이해도 하지 못할 수가 있다.)

                                                                          

8. 학생에게 가르치신 '독자를 설득하는 방법'을 간략히 써 주십시오.

                                                                          

피드백 내용

거의 

중요시하

지 않는다

1

잘 

중요시하

지 않는다

2

보통이다

3

중요시한

다

4

매우 

중요시한

다

5

1) 어휘, 문법, 문장 (       ) (       ) (       ) (       ) (       )

2) 작문의 조직 (       ) (       ) (       ) (       ) (       )

3) 작문의 내용(주장의 타당성, 

일관성, 근거의 타당성, 신뢰성 

등)

(       ) (       ) (       ) (       ) (       )

4) 독자 고려 (       ) (       ) (       ) (       ) (       )

5) 한국 사회와 논설문에 맞게 

적절한 언어 격식의 사용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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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 참여자의 작문 예시
중국어 작문(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상위 수준, 1204자)

CKL057

低龄留学，国家教育之殇

近年来，越来越多的家长选择将自己的孩子送到国外去读书，这本来是一件增长见识，提

升自我的好事，但近来愈演愈烈的低龄留学之风，却引发了不小的讨论。

诚然，“出国留学”给学生们带来了不一样的人生体验，但对这些未成年，心智发展还未

健全的青少年来说，是否也存在一些问题呢，我的答案是肯定的。

首先，初高中年段的学生，甚至小学生们，心理、生理都未发育成熟，需要父母的陪伴，

需要在一个安定，熟悉的环境中成长，而如果在这一时间段选择出国留学，势必会造成未成年

人面对新的、完全陌生环境的不适、恐慌，需要一段或短或长的时间去适应这个新环境。再

者，留学生的父母或者留在国内挣钱供养高额的留学费用，或者经济条件稍好一点的由父母中

一人陪同出国，又使处在青春期的学生近乎脱离了父母的陪伴，父母的教育，在外面遇到了挫

折，困难没有父母在身边陪伴，在外面遇到了诱惑、怂恿，没有父母在身边监督，孩子的身心

健康，孩子的成长发展，父母均无法到场。这又是否会影响到孩子的健康成长呢。父母，永远

是孩子最好的老师，而若父母缺席了孩子的成长，造成的后果，是多少知识，多少金钱也换不

回来的。

其次，初高中，甚至小学阶段便将孩子送出国留学，是为了什么呢。我私以为中国的基础

教育阶段，其深度、宽度、广度虽不说最先进，但也决不落人之后。而低龄留学，父母的考量

似乎不外乎两种，其一，学习英语或其他外语；其二，最求所谓区别于应试教育的西方民主、

自由式教育。不可否认的是，亲身到国外工作、学习、生活对于该地区语言的学习是大有好处

的。但这种益处能够掩盖住所有的问题吗？在国外接受全美式或全英式、全法式等外国式教

育，在完成学业后回到母国，这缺失的几年甚至十几年的本土教育，能够让他适应国内的工

作、学习、生活环境与氛围吗？一个从思想到行为已经完全西方化的海归和一个完全接受本土

教育、各项成绩相当的人，谁能够更加适应中国的工作、生活现状？

最后，低龄留学无意或者有意地又拉大了教育的差距。高昂的留学费用注定了这种学习方

式只能存在与所谓的“高净值”人群中，低收入家庭甚至中产、小康家庭均无力负担留学的高

额费用。而目前中国的现状又普遍认为：国外文凭>国内文凭，哪怕你拿的是一所不出名、不入

流的国外学校毕业证，也能在未来升学，就业中成为一张王牌，轻轻松松PK掉没有国外留学经

验的人。这又使得中国教育的贫富差距进一步拉大，原来是穷人家的孩子好好学习，拼尽一生

敲开了高收入、高地位阶级的大门，但现在，你拼尽一生，可能连门在哪里都不知道。你所努

力达到的顶点，连别人的起点都算不上。

为什么选择去国外留学，不外乎是对国外文凭的优视，对本土教育的不信任，对国内竞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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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排斥，这种对国家教育的不信任，不可谓不是国家的失败，我们的社会对国外文凭的推崇、

家长的虚荣，又或者是相互间的攀比，多方因素造成了这种畸形的热潮。

改变，最重要的还是重塑对本土教育的信心，对国家实力的自信，对文化、历史的认同，

对教育现状的改革。

한국어 작문 예시(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TOPIK 6급, 하위 수준, 717자)

79 CKL048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든 중국이든 조기 외국어 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저는 조기 외국 
교육을 찬성한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우선, 요즘 글로벌화가 가속화하면서 외국어 능력은 이미 누구나 필수한 소질이 되었다. 외국어
를 잘하는 만큼 경쟁력도 높다고 본다. 또한 한국은 출구도향형 경제이기 때문에 외국과 교류, 
무역, 그리고 협업할 때 외국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외국어를 잘 파악해
야 앞으로 취업하거나 진학할 때 순조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언어를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유아시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언어를 쉽게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티브 스비커만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애기니까 공부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것이 더 낮다고 하기도 한다. 그런
데 과연 그럴까요? 부모님이면 특히 한국 사회에 있는 부모님이면 애기가 하루종일 노는 것을 
절대 가만히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계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꾸준히 공부하고 부지
런히 배워야 앞으로 "용"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외국어조초 못하면 
앞길이 막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애기들에게 조기 외국어 교육시켜야 하지만 국어교육(语文)도 중요시해야 된다. 단순히 
외국어만 배우면 절대 안 된다. 중국에는 외국로만 수업을 가르쳐 주는 유치원이 있었다고 한다. 
중국어 교육 부족으로 인해 애기들이 중국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정도였다. 중국 정부는 이 
일의 심각성을 의식하자 유치원들이 외국어로만 수업하기를 금지하였다. 무슨 뜻이냐면 외국어가 
중요하지만 국어를 잘하는 범위에서 외국어를 배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 연구에 따르면 언어를 많이 배우는 사람은 뇌가 더 예리하다고 한다. 리더십도 
보통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한다. 그러면 애기에게 외국어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은 애기 뇌의 발전
에 도움이 된다. 

한국어 작문 예시(한국어 모어 화자, 상위 수준, 1056자)

114 KNS044
조기 외국어 교육, 두 마리 토끼 중 어떤 것도 잡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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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외국어 교육은 그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 조기 외국어 교육 열풍의 
배경에는 영유아기의 외국어 학습이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믿음이 있지만, 이러한 믿음은 
허상에 불과하다. 애석하게도, 영유아기의 조기 다언어 교육은 오히려 언어장애를 초래하며 아이
의 뇌 발달과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여, 언어 학습에는 물론 영유아의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우선, 영유아기의 다언어 교육은 스트레스와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언어장애를 초래한다. 육아
정책연구소의 “영유아의 사교육 노출, 이대로 괜찮은가”(김은영, 2016)에 따르면 아직 한국어의 
음운 체계조차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태의 아이에게 여러 언어를 한꺼번에 교육시킬 경우 
오히려 뇌를 혼란시켜 언어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아이의 뇌세포에 스트레스를 줘 학습과 인지 
기능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말하기에 대한 거부감을 주어 말을 더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조기 외국어 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인 영어의 경우, 성대를 떨면서 내는 유성음
이 많고 조음위치와 방식이 한국어와 달라 발음 시에 혼동이 유발되어 이러한 말더듬 증상을 
더욱 심화시킨다.
  나아가, 뇌 발달 순서를 고려할 때에도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시행되는 조기 교육은 부적절하
다. 인간이 태어나서 만 3세까지는 뇌의 기본 골격과 회로가 생성되며, 3~6세 무렵엔 사고력, 
창의력, 판단력과 감정을 주관하는 전두엽이 발달한다. 조기 외국어 교육 시장에서는 “만 3세 
무렵에 뇌의 발달이 대부분 완성된다”는 문구를 내걸며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OECD의 2007년 보고서에 의하면 이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언어 능력을 주관하는 측두엽
은 만 6세 이후에야 발달한다. 이런 발달단계를 감안했을 때 만 3세 미만에게 조기교육이나 학습
적인 자극은 중요하기는커녕 불필요하며, 과도한 학습은 오히려 정상적인 뇌 발달을 방해한다. 
또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언어 능력을 관할하는 측두엽이 발달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낮을뿐더러, 언어를 학습 대상이 아닌 스트레스로 느낄 가능성이 높다. 뇌 발달 시기에 
맞지 않는 조기 외국어 학습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충분하지 못한 수면, 학습 과정에서의 부모의 
지적과 훈계는 나아가 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외국어 학습에도 도움을 줄 수 없을뿐더러 영유아의 발달을 저해하는 조기 외국어 교육
은 효율적인 외국어 학습과 영유아의 건강한 정서적·생물학적 발달을 위하여 지양되어야 한다. 
학습 능력 향상만을 맹목적으로 좇는다면, 외려 아이의 학습과 발달 모두를 놓치게 될 수 있다. 
내 아이의 학습 능력 향상과 건강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은 학부모라면, “최대
한 빨리”가 아닌 “적시에” 외국어 교육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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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작문 채점표
중국어 작문 채점표(한국어본)

평가 범주 채점 항목
채점 척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

용

주제와의 

관련성
중심 주장, 하위 주장과 작문 과제 요구와 잘 관련되어 있는가? 1 2 3 4 5

주장의 

명확성
중심 주장과 하위 주장이 뚜렷한가? 1 2 3 4 5

작문의 

응집성

하위 주장과 중심 주장과 일관성을 유지하는가?

각 하위 주장 간에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위 주장 안에서 문장 간에 의미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가?

결론은 중심 주장과 하위 주장과 연결되어 있고 중심 주장과 하위 주장을 합리적

으로 요약하는가?

1 2 3 4 5

논증의 

타당성

하위 주장이 중심 주장에 잘 뒷받침하는가?

논증이 논리적이고 근거가 하위 주장에 잘 뒷받침하는가?
1 2 3 4 5

형

식

유창성 표현이 매끄럽고 자연스러운가? 1 2 3 4 5

정확성 표현이 정확하고 적당한가? 1 2 3 4 5

문학적 재능 수사법을 잘 활용하고 문형의 사용이 융통성이 있는가?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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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작문 채점표(중국어본)

评分项目 评分内容
评分尺度

五等 四等 三等 二等 一等

内

容

作文切题性 中心论点、分论点与作文要求的相关度 1 2 3 4 5

论点明确性 中心论点与分论点明确性 1 2 3 4 5

篇章连贯性

分论点和中心论点的连贯性

各分论点之间的联系是否有条理、符合逻辑？

分论点内部各个句子之间在语义上连接是否紧密？

结论是否与中心论点和分论点紧密相连，是否合理地概括了中心论点和分论点？

1 2 3 4 5

说理透彻性
分论点对中心论点的支持是否充分？

论证是否符合逻辑，论据是否充分支持了分论点？
1 2 3 4 5

形

式

流利性 表达是否流畅、自然？ 1 2 3 4 5

正确性 表达是否正确、恰当？ 1 2 3 4 5

文采性 是否善于运用修辞手法、句式灵活？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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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범주 채점 항목
채점 척도(점수)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내용 주장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고 근거가 적절하고 신뢰성이 있고 다양하며 예상 반론
에 대한 반박을 설득력 있게 하는가? 1 2 3 4 5

조직 전체적으로 서론-본론-결론으로 논리적으로 조직하고 각 문단의 내용과 전체의 내용
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잘 되어 있는가? 1 2 3 4 5

표현 어휘, 문법, 맞춤법이 정확하며 논증적 글에 필요한 고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적절
하게 사용하는가? 1 2 3 4 5

사회언어
학적 능력 논증적 글에 맞는 어조를 적절하게 사용하는가? 1 2 3 4 5

한국어 작문 채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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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ducation of Argumentative Writing for Chinese 

Korean Learners Focus on the Engagement

Meng Gang

This study aims to construct the educational content of argumentative writing 

focusing on Engagement for Chinese Korean Learners through the comparison 

about the use of Engagement appeared in Chinese Korean Learners and Korean 

Native Speakers' Korean writing. The key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 Firstly, 

How are the Engagement appeared in CKLs(whose Chinese writing was the top 

level and the Korean writing was not up to the mark) and KNSs'(whose Korean 

writing was the top level) Korean writing differently? Secondly, How to construct 

the educational content of argumentative writing focusing on Engagement for 

CKLs?

In order to research the above questions this study has used a mixed research 

method. The participant of this study are consist of advanced CKLs and KNSs, the 

Korean writing instructor of Chinese and Korean. The CKLs did an argumentative 

writing in Chinese and Korean with a similar topic and the KNSs did an 

argumentative writing in Korean. And then we requested a marking of 

argumentative writing to Korean and Chinese educational expert. According the 

marking result we found the CKLs whose Chinese writing was the top level and 

the Korean writing was the sub-middle level or subordinate level and the KNSs 

whose Korean writing was the top level and did an interview to them about the 

purpose for the using of Engagement. For the Korean writing instructor of Chinese 

and Korean we did a survey about the content of Korean writing.

As a result, the Engagement appeared in CKLs and KNSs' Korean writing are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different. On the whole the KNSs used more 

heterogloss while the CKLs used more monogloss. It may means that the 

argumentative writing of KNSs was more dialogic but the argumentative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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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KLs was not. And the competence of diversity, appropriacy, and the 

combinative use of Engagement of CKLs was insufficient, and on the whole the 

use of Engagement was influenced by Chinese.

The CKLs used more monogloss. The use of inter-textual presupposition had a 

significantly difference and the CKLs had a tendency of over-use of inter-textual 

presupposition. The inter-textual presupposition can divide into objective fact and 

shared knowledge can be used as background as well as evidence, the use of it 

didn’t have significantly difference. The use of intra-textual presupposition also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nd the KNSs used it more, the CKLs' 

competence and awareness of using the intra-textual presupposition was 

insufficient. The KNSs used more intra-textual presupposition and endorsement 

while the CKLs used more intra-textual presupposition + inter-textual 

presupposition. The CKLs and KNSs all use little narrative and only CKLs used 

the personal assertion.

In the case of dialogic expansion, possibility which didn'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ut the use of opin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KNSs used possibility more when make a statement of point, while 

the CKLs used it more as evidence. In the use of opinion KNSs used it more when 

make a statement of point while the CKLs used it making a statement of point 

and presenting evidence. In case of attribution, the use of acknowledge didn'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hile the use of dista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nd the KNSs use more distance than CKLs. the CKLs’ 

competence and awareness of using of distance was insufficient.

In term of dialogic contraction, the use of concur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KNSs use more of it and the awareness of using concur of CKLs 

was insufficient. The use of endorsement didn'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ut when endorsement used the KNSs presented the source of it while 

the CKLs didn't. And the use of pronounce almost didn't have difference. In the 

case of disclaim, the use of den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nd KNSs 

used it more than CKLs. The competence and awareness of CKLs in the using of 

deny was insufficient. The use of counter was also found which is hav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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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nd the KNSs used it more. In the combinative 

use with other Engagement the KNSs prefered distance/concur/inter-textual 

presupposition +counter pattern while the CKLs used counter with too much 

Engagement and it's difficult to know the pattern of the combinative use with 

other Engagement.

To sum up, the reader awareness and the competence of interaction with the 

reader in argumentative writing of CKLs was insufficient. And we took an 

intercultural rhetoric approach and explain it in big culture and small culture. In 

terms of the big culture we analysed the general differences of argumentative 

writing of Chinese and Korean as well as the different use of Engagement. In the 

aspect of small culture, we found that the Korean argumentative writing education 

was influenced by Chinese argumentative writing and the awareness of reader of 

CKLs was insufficient.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we constructed the educational content of Korean 

argumentative writing focusing on Engagement in 3 stages. They were the general 

difference of argumentative writing of Chinese and Korean, the raise of reader 

awareness, the use of Engagement. In case of the general difference of 

argumentative writing of Chinese and Korean we compared the concept and 

component of argumentative writing in China and Korea. In terms of the raise of 

reader awareness we constituted the educational content with raise reader 

awareness, reader. The educational content of the use of engagement was 

constituted by the using situation and function of Engagement, the combinative use 

of Engagement and differences of Engagement in the Chinese and Korean 

expressions of each Engagement.

Key Words: Chinese Korean Learners, Korean Native Speakers, Argumentative 

Writing, the interaction between the writer and reader, Appraisal 

Theory, Engagement, monogloss, heterogloss, dialogic expansion, 

dialogic contraction, Intercultural Rhetoric, the New Rhetoric

Student Number: 2014-3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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