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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대화분석을 통하여 학문 공동체에서 한국어로 이루어

지는 소집단 세미나의 의사소통 양상을 밝히고, 학습자 심층 인터뷰를 통

해 소집단 세미나에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한

국어 소집단 세미나의 교육적 의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문 목

적 한국어 말하기 교육은 주로 토론, 토의와 발표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

어져 왔으며, 세미나라는 장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요구 조사(이덕희, 2003)에 따르면 학문

목적 한국어 담화 유형 가운데 소집단 세미나가 학습자들이 특히 어려워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한국어 교육적 접근과 교육 내용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전에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세미나를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세미나, 소집단 대화,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을 위한 이론적 전제를 마련하였

다. 기존의 의사소통 전략 이론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의사소통 문

제 외에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 유형에 따른 의

사소통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대학원에서 운영되는 세미나를

참여관찰하고 대화분석을 통해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문제와 의사소통 전

략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례연구를 통해 세미나에서 이상적인 의사

소통 양상을 보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세미나에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세미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

고, 보다 다양한 요인 탐색을 위해 외국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세미나 경

험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소집단 세미나 관찰과 학습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의 내용과 수업 방안을 설계하였다. 제2 언어 학습에

있어 전략 사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에 전략

중심 지도법을 도입하여 소집단 세미나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인지적 교육 내용은 세미나에 관한 장르적 지식, 의사소통 전

략에 대한 인식으로, 사회적 교육 내용은 세미나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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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언어적 교육 내용은 의사소통 전략에 따른 언어적 표현으로 한국어 소

집단 세미나 교육의 상세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 전략 훈련을 통해 학습자들의 학문 목적 한국어 능

력의 계발과 더불어 그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앞으로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학문 목적에 관한

다양한 장르의 교육 연구가 더 발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주요어 : 세미나, 소집단 세미나, 탐구 대화, 의사소통 문제, 의사소통

전략, 전략 중심 지도법.

학 번 : 2014-2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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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어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습자가 직면하게 될 대화 유형도 다양해진

다. 그 중에는 한국 유학과 학업을 위한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에 대한

학습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덕희(2003)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

여 학문 목적 한국어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내용과 방법 및 교육 과정을 설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르단(Jordan,

1997: 7-8)이 제시한 대학에서 필요한 학습 기술을 바탕으로 기능적 관점

에서 출발하여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학습 기술을 강조하였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언어 기술 요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

업 활동에서 요구되는 기술이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학습 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세미나에서

발표하기’, ‘세미나에서 의견 말하기’는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이를 통해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서도 말하기와 관련

한 학업 활동과 학습 기술을 세분화하여 보다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제공

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순

위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

보통

이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명)

빈도

(명)

빈도

(명)

빈도

(명)

빈도

(명)
1 세미나에서 발표하기 - 11 26 35 48 4.00 1.00

2
학문적 형식에서 문체로

보고서 쓰기
4 6 24 39 47 3.99 1.05

3 세미나에서 의견 말하기 2 9 33 36 40 3.86 1.02
4 전공서적 읽고 이해하기 10 9 36 40 25 3.51 1.15
5 요약하거나 종합하여 쓰기 5 14 39 42 20 3.48 1.24
6 강의 듣고 이해하기 17 25 38 23 17 2.98 1.24
7 일상적인 주제 대화하기 56 15 33 12 4 2.11 1.20

1) 이덕희(2003: 37)의 연구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려운 학습 활동
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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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육 관련 연구들을 담화 유형을 기준으로 살

펴보면, 지금까지 발표나 토론을 대상으로 선정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는 학업 상황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주 접하거나 특히 어려워하는 담

화 유형이 발표와 토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담화

유형은 ‘내용이나 지식에 대한 학습’이라는 특징을 반드시 담보하지 않으므

로, 일반 목적의 한국어 말하기의 하위 담화 유형으로 분류하여 교육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토론이나 토의에 관한 연구들은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 과제에서 출발하여 이를 분석하고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내

용생성 과제의 성격을 갖는 담화 유형을 중심으로 연구한 바를 찾기 힘들다.

내용생성 과제가 포함되는 대표적인 담화 유형으로는 학습 대화가 있다.

김승현(2014)에서는 학습 대화의 개념을 정의하여 이것의 성격, 장르적 속

성, 내용 등을 탐구하고 학습 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학습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가 자주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대화 유형 중에는 학습 대화가 일정

한 크기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습 대화는 ‘소집단 내에서 경쟁적이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가 공동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대화’

를 의미한다(김승현, 2014: 39).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수업 상황이나 과제 수행에서 학습 대화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 대화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도

필요하게 된다.

지금까지 제2 언어교육은 교사 중심의 교육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되어 왔다. 한국어교육에서도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학

습자 중심의 교육이란 교육 내용을 마련할 때 학습자 특성과 요구를 고려

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또한 영어교육과 마찬가지로 한국어교육에서도

학습자와 관련된 변인들을 주목하게 되었다. 학습자 특성과 관련된 변인들

은 나이, 모국어, 성별, 숙달도, 태도, 성격, 학습 양식과 전략 등이 있다.

여러 가지 학습자 변인들 중에 제2 언어 학습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하

나가 전략(strategy)이다. 전략에 관한 제2 언어 학습 이론과 연구들이

1970년대 중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옥스퍼드 외(Oxford et al.,

1990)에서는 영어의 학습 전략 체계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할 때 사용하는 전략들을 정리하여 체계화를 시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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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다. 코엔(Cohen, 1998)은 언어 교육에서의 전략 중심 지도법

(strategies-based instruction: SBI)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언어를 학습할

때 사용하는 전략들이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언어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

쳤다는 사실을 밝혔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전략

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져 왔다(김영은, 2016; 김영주, 2011; 김은혜,

2011; 정미숙, 2005; 정미진, 2016; 조수현과 김영주, 2011; 조위수, 2011; 진

제희, 2000a, 2000b; 이미경, 2004).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학습자들의 실제

전략 사용 양상을 분석한 뒤 이를 체계화하여 교육 내용으로 고안하면 제2

언어 학습에서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코엔(Cohen, 1998)에 따르면 제2 언어 학습자 전략(second language

learner strategies)은 다시 언어 학습 전략(language learning strategies)과

언어 사용 전략(language use strategie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대화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목적에 따라 화자는 여려 가지 언어 사용 전략

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소집단 세미나

상황에서 특정한 내용에 대한 학습의 목적을 가지고 대화 구성원들과 협력

적으로 대화를 해나간다는 특징을 고려해 보았을 때, 소집단 세미나에서는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일상 대화의 전략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좋은 언어 학습자’, 더 나아가 ‘좋은 소집단 세미나 참여자’

가 사용하는 전략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습 대화를 효

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략 사용에 관한 교육 내용들을 알아내는 것이 학

문 목적 한국어교육에 있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문 목적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의 필요성을 전

제하고, 소집단 세미나에서 사용되는 학습자 전략 양상을 분석하여 좋은

학습 대화 참여자의 전략 사용을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

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①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인 동료와 함께 하는 소집단 세미나는 어떤 특징

을 가지고 있는가?

② 한국어 학습자가 소집단 세미나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그 원인은 무엇인가?

③ 한국어 학습자가 세미나에서 겪게 되는 의사소통 문제는 무엇인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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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어 학습자가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사소

통 전략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④ 한국어 학습자가 소집단 세미나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을 어

떻게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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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1) 학문 목적 말하기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에서는 1990년대부터 제2 언어 학습자들이 학문적 맥락에서 어

떻게 사회화 하는가에 대해 꾸준히 논의해왔다. 학문적 사회화(academic

socialization)는 제2 언어 학습자들이 일반 목적의 학습 목적이 아닌 학문

목적을 가지고 대학이나 대학원에 들어가 이러한 학문적 맥락과 학문 공동

체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어떻게 어우러져가고 학문적 맥락에 적합한 행동

과 의사소통을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학문적 사회화에 관한 두 가지 접근

법이 있다. 하나는 학습자 요구분석과 장르 중심적 접근을 통한 결과물 지

향적 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자의 사회화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 지향

적 접근법이다. 그러나 결과물 지향적 접근법과 과정 지향적 접근법에 관

한 이전의 연구들은 학문적 글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음에 비해 사

실상 제2 언어 학습자들의 사회화는 주로 구두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두 활동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orita, 2004: 574-575).

2000년대부터 한국어교육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에 관한 논의와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정숙(2000)에서는 대학 진학생을 위한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기초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습자 요

구 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대학 입학 전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90%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이

러한 결과에 따라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학문적 텍스트에 관한 교육 내용

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해영(2001)에서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

로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주제 중심(CBI) 한국어교육

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습 자료의 선택과 구성, 학습 활동과 평가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설계한 주제 중심 한국어교육 방안을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에서 주제 중

심의 교육 방안을 설계하여 실제적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 본다. 이덕희(2003)에서는 요구 분석을 통해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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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활동에 따른 언어 영역에 대한 요구를 조사함으로써 학문 목적 한국어 교

육과정 설계에 관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요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어 기

술에 있어 말하기에 대한 요구가 네 가지 언어 영역 가운데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학업 활동 요구에 있어 말하기 활동에 대한 요구가 다른

학업 활동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신애(2008)에서도 외국

인 유학생과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학문 목적 한국어 듣기·말하기 필요

분석 연구를 한 바가 있다. 이는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은 실제로 학습

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은실(2014)에서는 학문

목적 발표를 중심으로 교육 방안을 설계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문 목적 말

하기에 속한 발표를 중심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의 발표 양상과 발표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는 학문 목적 말하기에 관한 교육 내용을

더 세분화하여 특정 학업 활동에 대한 교수·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한다.

정정(2012)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문 목적의 한국어 말하기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김상경(2015), 홍은실 외(2016), 민병곤

(2016, 2017) 등이 학문 목적 말하기 평가 방안과 도구 개발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으며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2) 학습 대화에 관한 연구

학문 목적 영어 학습자들이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말하기·듣기 능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노트하기, 구두 발표 등에 초점을 두었

다. 그러나 제2 언어 교실에서는 다양한 말하기·듣기 과제(task)와 이를 수

행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제2 언어 교실에서 학습자들이 대집단

이나 소집단 토의(discussion)를 하거나 토론(debate)에 참여하고, 협력적으

로 조별 과제를 수행하고, 강의 자료를 발제하는 과제 유형들이 있다

(Ferris & Tagg, 1996a, 1996b; Mason, 1995; Ferris, 1998 재인용). 학문

목적 한국어 연구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듣기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발표와 토론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 7 -

왔다. 대학에서의 말하기·듣기 교재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주로 발표, 토론

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 그러나 대학

원에 있는 예비 연구자들이 대학원에서 발표와 토론 외에 여러 유형의 과

제들을 접하게 되므로 보다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게 되었다.

서현석(2003a)은 국어교육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학습 대화’를 논의하기

시작한 연구자로, 이 연구에서는 ‘소집단 학습 대화’를 명명하고 의사 결정

과제를 중심으로 한 학습 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김승현(2014)에

의하면 이 연구는 토의와 학습 대화의 차이점을 드러내지 않고 학습 대화

만의 특징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다. 즉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들

의 의사 결정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학습 대화만의 특성은 도출하

지 않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소집단 학습 대화’를 의사소통 능력을 향

상시키는 하나의 교육 수단으로 보았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서 학습 대화

가 하나의 장르이며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대화 유형이

기 때문에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다루

는 대화 자료는 의사 결정의 문제 해결 과제에 한하여 학습 대화의 발화

교체 구조만 살펴보았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남는다.

김승현(2014)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사례연구를 통하여 소집단 학

습 대화의 교육 내용에 대해 연구한 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구

성주의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학습 대화를 “대화 참여자들의 경쟁적이고 협

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자가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대화”라고 정의

하였다(김승현, 2014: 39). 또한 학습 대화와 토의와 토론의 차이점도 명시

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학습 대화의 양상을 학습자 수준과 문제 성격3)에 따

라 담화 전개, 내용 구성, 상호작용 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학습자

2)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각 대학 부설 언어기관에서 출간된 학문 목적 말하기 교재를
살펴보았다.

교재 지음 출판년도
유학생을 위한 대학한국어 1 말하기-듣기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관 2008
유학생을 위한 대학한국어 2 말하기-듣기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관 2008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 중급 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12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 중급 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12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 고급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12

3) 김승현(2014)에서는 문제 성격에 있어 사실의 문제, 가치의 문제, 행위의 문제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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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한 기록지, 설문지와 면담 자료, 교육과정 문헌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학습 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탐색하였고 학습자 요인, 과제 요인, 교수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승원(2018)에서 한국외국인 대학원생들이 학

위논문 작성을 목적으로 한 세미나를 중심으로 동료 학습 대화의 구조와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의 학습 대화에서 다루는 과제는 의사 결정이

아니라 내용 생성을 위주로 한 학위논문 생산물이다.

학습 대화 관련 연구 중의 하나는 탐구 대화 연구이다. 전영주(2013)는

국어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탐구 대화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연

구에서 ‘탐구 대화(Exploratory Talk)’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소개하고 초등

학생의 탐구 대화 양상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탐구 대화를 위한 지도 방안

을 모색하였다. 국외 선행 연구를 통하여 탐구 대화의 특징과 구성요소를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언어교육에서 탐구 대화 교육 내용을 마련했다는 데

에 의미가 있다. 초등학생의 탐구 대화 양상에 관하여 언어 및 구조, 전략,

사회적 상호작용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탐구 대화

의 교육적 의의를 도출하고 탐구 대화의 과정과 기본 규칙에 관한 지도 내

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탐구 대화와 토의와 토론의 차이를 구별하여 탐구

대화의 성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4).

[그림 I-1] 탐구 대화의 성격

4) 전영주(2013: 14)에서 탐구 대화의 성격을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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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2014: 117)에서는 학습 대화의 내용 구성 양상에 대하여 화제 전

개에 있어 머서(Mercer, 1995, 2000)의 논의에 기반하여 누적 대화, 논쟁

대화, 탐구 대화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즉 학습 대화에서 일어나는 대화

양상은 크게 누적 대화, 논쟁 대화, 탐구 대화로 나눌 수 있으며 탐구 대화

를 학습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대화 유형으로 본다.

3) 한국어교육에서의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연구

진제희(2000a)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비상호적 상황에서의 의

사소통 전략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정의와

여러 학자들이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분류를 정리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전략 유형 분석 기준을 위한 분류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

다. ‘그림이나 사진 묘사’와 ‘이야기 말하기’라는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실

제 대화 상황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 양상을 밝혔

다. 이어서 진제희(2000b)에서는 상호작용 상황에서 나타난 한국어 학습자

들의 의사소통 전략 양상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상호작용 상황에서 대화

자들 사이의 공동 노력으로서 ‘의미의 협상’ 중심으로 의사소통 전략을 사

용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의사소통 상황에서 도움 요

청 전략은 적극적 전략으로 본다. 적극적 전략은 다시 직접적 요청과 간접

적 요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실제 한국어 학습자가 상호작용

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

자들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을 이해함으로써 교사가 지나치게 학습자 발화

를 수정하기보다는 적절한 대응, 확인하기 등을 통해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해 주며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

요하다고 하였다.

이미경(2004)은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대화 상대자에 따른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일방 과제인 개념-

확인 과제와 쌍방 과제인 자유 대화를 중심으로 두 가지 상황에서 대화 상

대자에 따른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을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인 모어 화자와 대화할 때 더 많은 의사소통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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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미숙(2005)에서는 의사소통 전략 훈련의 효과에 대해 실증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의사소통 전략 훈련에 관한 실험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의 말

하기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상호작용 능력, 전략적 능력, 문제해결 능력,

문법, 어휘, 발음, 사회언어학 능력, 담화 구성력의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소통 전략 훈련은 상호작용 능력, 의사소통 전략

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으나 사회언어학 능력과 담화

구성력에 있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말하기 수행 능력 간 상관관계에서 실험집단의 경우

의사소통 전략 능력-상호작용 능력-문제해결 능력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의사소통 전략 능력은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교수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김은혜(2011)에서는 의사소통 전략을 말하기 평가의 요소로 삼아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역할극, 발표 평가 과제에서 의사소통 전

략 구사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우선 의사소통과 전략적 능력의

관계를 밝혔는데, 전략적 능력은 언어 능력을 운용하는 과정에 연관된 전

반적인 것을 관장하는 상위 능력으로 보았다. 전반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전략적 능력’으로, 이 전략적 능력이 지닌

추상적 개념이 실제적으로 구체화된 전략을 ‘의사소통 전략’으로 정의하였

다. 이어서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문제 유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하는 의사소통 전략을 살펴보아 말하기 평가 요소로서의 의사소통 전략 목

록을 모색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시 화자의 전달에

관한 말하기 능력과 청자의 이해에 관한 듣기 능력을 구분하여 각각 세부

적인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의사소통 전략 목록을 평가 기준으로 삼

아, 앞서 언급한 3가지 과제에서 구현된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어떤 의사소통 전략이 원활한 의사소통과 제2 언어 학습

에 주된 영향을 끼치며, 교수·학습 및 평가에 선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고 세말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후속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미경(2011)에서는 국적의 구분 없이 한국어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말하기 수준에 따른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정미진(2016)



- 11 -

은 의사소통 전략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 한국어 의사소통 전략 교육 자

료의 구성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조수현과 김영주(2011)은 한국어교재와

TOPIK에 나타난 의사소통 전략 유형과 분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위

수(2011)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숙달도에 따른 의사소통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김영은(2016)은 베트남인 여성 결혼 이민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베트남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

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연구들

은 정미진(2016)에서 제안한 교육 자료 구성 방안과 조수현과 김영주

(2011)에서 살펴본 한국어교재와 토픽에 나타난 의사소통 전략 유형 외에

는 주로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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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장에서 세미나 및 소집단 대화와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소집단 세미나

의 장르적 특징과 차별성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학습 대화와 세미나에

관한 선행 논의를 바탕으로 소집단 세미나의 개념과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

다. 2절에서는 연구에 적용할 의사소통 전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사소

통 전략에 관한 선행 연구와 이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검토

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집단 세미나의 특징에 맞게 소집단 세미나에서 발생

한 의사소통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목록을 제시하고자

한다.

3장은 자료 수집에 관한 것이다. 이 장에서 실제 참여 관찰을 통해 소집

단 세미나에서 발생한 의사소통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어서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대

학원생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한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소집단 세미나에서 발생한 문제나 어려움이 무엇인지

를 확인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에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요인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동의를 구해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소집단 세미나의 교육적 의미

를 도출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3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의 교육 목표를 확립하고 한

국어 소집단 세미나의 교육 내용을 상세화할 것이다. 한국어 소집단 세미

나의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상세화를 바탕으로 3절에서 ‘전략 중심 지도

법’을 중심으로 소집단 세미나의 특성에 맞게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소집단 세미나에서 나타난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

보고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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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설계하였다.

<표 I-1>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순서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및 자료

2장

이론적

전제

문헌연구

ü 세미나와 소집단 대화에 관한 연구를 고

찰한다.

ü 소집단 세미나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마

련한다.

ü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제2 언어 이론을 고

찰한다.

3장

소집단

세미나

양상 분석

심층 인터뷰

ü 세미나 경험에 관한 인터뷰를 통해 세미

나의 특징을 밝히며 세미나에서의 의사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색한다.

ü 실제 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자들로 구

성되어 운영되는 세미나에 참여하여 참

여관찰을 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

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학습자

들이 부딪치는 의사소통 문제와 의사소

통 전략을 분석한다.

ü 세미나 참여한 외국인 대학원생을 대상

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여 영향 요인

분석을 보완한다.

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소

집단 세미나의 교육적 의미를 도출한다.

사례

연구

대화

분석

4장

교육적

적용

ü 소집단 세미나의 양상 분석과 요인 분석

결과를 활용한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

육 내용을 마련한다.



- 14 -

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세미나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 전략에 주목하여, 한국어

고급 학습자들이 대학원에 입학한 후에 한국인 동료와 함께 진행하는 세미

나에서 수행하는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을 보고자 한다. 또한 학문 목적

학습자들이 학문적인 학습의 장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

미나에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

사소통 전략 중심의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의사소통

전략 사용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 수집 과정을 거쳐 연구 결과

도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I-2> 연구 자료의 수집

1차 자료 수집 2차 자료 수집

세미나 경험 인터뷰
세미나의 전략 및

언어적 표현 양상
세미나 사후 인터뷰

대상 외국인 대학원생 10명

한국어교육 세미나 2개

각각 대학원생 4-10명

(한국인, 외국인 포함)

한국어교육 세미나

외국인 참여자

4명(박사, 석사)

조사

기간
2017년 12월~2018년 1월 2018년 1월 2018년 4월

자료

종류

반구조화 면담지 녹음 자료 서면 인터뷰 질문지
녹음 자료 전사본
전사본 현장 관찰 일지

①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1차 자료 수집 단계에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미나 참여에 관한 경험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고 인터뷰 내용을 학습자

동의를 구해 녹음하고 내용을 전사하였다. 전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

의 세미나 참여 경험과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문제와 전략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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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미나의서의 의시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학습자에게 세미나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더 구체적인 의사소통 전략 사용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

였다. 1차 자료 수집에서 위 두 가지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면 2차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실제 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자들이 구성하여 운영

하고 있는 세미나에 참여하고 참여 관찰을 진행하며 세미나 구성원들의 동

의를 구해 세미나 대화를 녹음하였다. 녹음한 대화를 전사하여 실제 세미

나 대화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문제와 사용되는 의사소통 전략 양상을 분

석하였다.

②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해 세미나의 일반적인 특징과 대화자 특징을 고려해

보았을 때, 서로 친밀도가 높고 전공이 동일한 학문 공동체 구성원들을 연

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한국어교육 전공자를 선정한 이유는 한국어교육

전공자는 일반 목적 학습자 및 다른 전공의 유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어 수준이 예상되며, 한국어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

므로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담화 자료의 조건에 부합함에 따라, 한국어

교육 전공자들로 구성된 세미나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집단 세미나의 실제성을 고려하여 실제로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세미나를 선정하여

참여 관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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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학문 목적 학습자가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세미

나에서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세미나에서 사용되는 의사소

통 전략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 2절에서 세미나의 본

질과 의사소통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소집단 세미나의 교육적 논의를 위한 전제

1) 소집단 세미나의 개념

조르단(Jordan, 1989)에서는 학문 목적 영어 학습자들이 접하는 학습 상

황과 필요한 학업 기술을 제시하였다. 조르단(Jordan, 1997: 7-8)에서 보다

더 세분화하고 상세한 학습 상황과 활동을 분류하여 각 학습 상황과 활동

에 필요한 학업 기술을 다음 <표 II-1>과 같이 제시하였다.

대학 강의에서 학습자들은 주로 듣기를 하고, 말하는 기회가 자주 주어

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강의와 달리 세미나(seminar)라는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 말하기가 요구되며 학습자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 조르단

(Jordan, 1989)에서는 세미나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하였다. 그에 의하면

세미나에 관한 한 가지 특징은 세미나는 반드시 학습자들로 구성되며, 이

학습자들의 말하기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세미나는

교사 주도 세미나와 학생 주도 세미나로 구분할 수 있다. 학생 주도 세미

나는 여러 형식으로 가능하지만 대학원에서 학습자들이 연구자로서 연구

보고를 발표하고, 이어 토론이 뒤따르는 것이 보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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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 학문 목적 학습 상황 및 활동에서 필요한 학업 기술

(Jordan, 1997: 7-8)

학습 상황 및 활동 학업 기술

1 강의/담화

- 듣기와 이해하기

- 노트하기

- 질문하기: 반복 요청, 명확히 할 것을 요청, 정보 요청

2

세미나/

튜토리얼/토의/

지도 교수에

의한 개인

지도

- 듣기와 노트하기

- 질문하기: 반복 요청, 명확히 할 것을 요청, 정보 요청

- 질문 답하기, 설명하기

- 동의하기/반대하기, 주장 진술하기, 이유 밝히기, (다른

사람 발화)중단시키기

- 노트 없이 말하기/노트 보고 말하기, 서면 발표 제출하

기/구두 발표하기, 견해 밝히기

3

실습/

실험실 작업/

현장 작업

- 지시 이해하기: 문어와 구어, 격식적 및 비격식적

- 질문하기, 도움 요청하기

- 결과 기록하기

4
자습/읽기

(학회지나 책)

- 읽기 효율성: 이해와 속도

- 특정 정보 빠르게 찾기(scanning)와 전체 내용 빠르게

훑어보기(skimming), 평가하기

- 자료 이해하고 분석하기(도표 등)

- 노트하기, 중요도로 노트를 정리하기

- 요약하기,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기

5
참고자료/

도서관 이용

즉 연구와 자료 활용 기술

- 내용·색인 페이지 이용하기

- 효율적으로 사전을 이용하기

- 분류 시스템을 이해하기

- 도서관 도서 목록을 이용하기(주제와 저자)

- 정보 빨리 찾기(일반적인 참조 작업과 참고문헌 목록)

- 정보 수집·분석하기

6

과제/보고서/

프로젝트/사례

연구/학사 학위

논문/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연구 보고서/글

- 계획하기, 원고 쓰기, 수정하기

- 요약하기,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기, 종합하기

- 적절하게 조직적인 학술적 글을 지속적으로 쓰기

- 인용과 각주와 참고문헌 목록 이용하기

- 증거 찾고 분석하기, 자료 적절하게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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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

(3~6과 관련됨)

- 인터뷰하기

- 설문지 설계하기

- 조사 실시하기

8 시험
쓰기

- 시험 준비하기(기법들)

- 수정하기

- 문제와 지시 이해하기

- 시간 압박으로 빨리 쓰기

말하기
- 명확하게, 정확하게 질문 답하기

- 설명하기, 서술하기, 정당화하기

조르단(Jordan, 1997)은 세미나를 언급할 때 비어드와 하틀리(Beard &

Hartley, 1984)에서 언급한 ‘집단 토의’(group discussions)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세미나는 비어드와 하틀리가 말한 집단 토의와 유사한 측면

이 있다고 하였다. 비어드와 하틀리의 집단 토의에 관한 논의를 이에 적용

하면, 세미나의 주요 목적은 세미나를 통해 강의나 다른 교수·학습 상황에

서 일어난 어려움을 밝히고 토론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세미나를 통해 강의에서 다른 학습자들과 형성된 관

계보다 더 친밀한 동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비어드와 하틀리는 또한

이보다 구체적인 목적을 다음<표 II-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II-2> 집단 토의의 목적(Beard & Hartley, 1984)

-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자극하기

-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론을 응용할 수 있도록 돕기

- 보고서 구두 발표 기회를 제공하기

- 학습자들의 생산 결과물(과제, 연구 설계와 계획, 실험 결과 등)을 토론하기

- 강의에서 다루는 연구 주제를 확장시키기

- 특정 전문분야 혹은 특정 주제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기

- 학습자들의 관심을 증진시키기

- 학습자들의 태도를 전환시키기

- 세미나 구성원에게 피드백 제공하기

학습자에게 학습자 진전과 태도에 대해 피드백 제공하기

지도자에게 지도 효과성에 대해 피드백 제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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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르단(Jordan, 1997)에서 세미나의 목적은 학

습자들에게 질문하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퍼노 외(Furneaux et at., 1991)에서는 세미나의 4가지 유형을 제시

하였다. 우선 학생 조별 과제(student group work)의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문제-해결의 연습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미나를 수행하는

것이다. 다음은 수업(lesson)에서 학생들이 사례 연구에 대한 주어진 답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하는 세미나이다. 세 번째 유형은 토의(discussion)로,

이전에 모든 학습자들이 공부한 내용을 토의하는 세미나이다. 마지막은 발

표(presentation)로서, 학습자들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는 것과 연구

생들이 자신의 연구에 대해 발표하는 것을 수행하는 세미나이다.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는 세미나에 관한 논의들이 아직 미진한 실정

이다. 이승원(2018)에서 실제 학문 담화 공동체 내 동료로 이루어진 소집단

세미나에서 동료 학습자 간 학습 대화 양상을 대화분석을 통해 살펴보았

다. 이 연구에서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대학원이라는 학문 공동체

의 구성원들의 소통을 기반으로 공동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탐구 행위라

고 정의하였다. 즉 대학원에서 학문 담화 공동체 구성원들로 구성되는 소

집단 세미나를 지식 구성을 위한 탐구 행위로 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대학원에서 이루어진 세미나는 김승현(2014)에서 제시한 ‘학습 대화’에 속

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소집단 세미나에 관

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집단 세미나에 대해 보다 정교한 정의

를 밝혀야 한다고 본다. 다음은 소집단 대화와 소집단 세미나에 관한 논의

들을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소집단 대화에 관한 논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대화를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또는 그

이야기’로 정의한다. 즉 대화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과 사람이 마주 대하여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이야기하는 것 또는 그 이야기’라고 규정되어 있다.

서현석(2003a)에서는 대화 참여자들이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

거나 그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대화 참여자 간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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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키거나, 진리를 탐구해 나가며 대화 자체가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하

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화는 아무 뜻 없이 주고받는 말이 아니며

반드시 어떠한 의미와 의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박경현, 2001). 구현정

(2003: 26-29)은 사람이 언어 사용을 통해 하는 언어활동에 있어 여러 가

지 유형이 있으나 이 유형들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

태는 인간이 사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며 이를 대화라고 보았

다. 한편으로 공적인 언어활동에서도 대화를 통해 토의나 토론이 이루어

지기도 하는데, 일방적인 담화 형태인 연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언어활

동이 대화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대화란 사적이든 공적이든 대화 참여

자 간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상호적인 언어활동이라고 한다

(서현석, 2003a: 7). 박용익(2010)에서는 한국어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사용

되는 대화 개념의 의미를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상호작용

② 집중과 탐구

③ 소통과 협력 및 상호적 이해의 추구

④ 문제해결과 목적 달성의 수단

위에 제시한 것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대화의 구성 요소들이며

언어학적 정의를 내리자면 대화를 구성하는 최소의 자질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5).

① 대화의 의사소통 용도(혹은 말할이의 의사소통 목적)

② 대화 기여들 사이의 주제적 관련성

③ 최소 두 명 이상의 구체적인 의사소통 참가자

④ 들을이와 말할이의 실시간적 역할 바뀜

5) 박용익(2010: 40)에서 여러 학자들의 대화에 대한 언어학적 규정을 정리하여 대화를 구
성하는 최소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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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익(20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언어학적으로 대화를 하는 데 몇 가

지 기본 요소들이 있다. 첫째, 대화는 의사소통의 용도를 가지고 있다. 즉,

대화 참여자들이 의사소통의 용도로 대화를 하거나, 의사소통의 목적이 있

어서 대화를 한다. 둘째, 대화에서 나타난 발화들은 어떠한 주제에 관해 생

성된 것이다. 대화 참여자들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발화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 참여자들의 발화가 특정한 주제에

대한 결속성을 보여야 한다. 셋째, 대화를 형성되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의

사소통 참여자가 있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화자가 있어야 서로 말을 주

고받으며 대화의 형성이 가능한 것이다. 넷째, 대화 참여자들의 대화에서의

역할, 즉 청자와 화자의 역할은 실시간으로 바뀐다. 즉 화자가 수시로 청자

가 될 수 있으며 청자가 의사소통의 목적을 두고 화자가 될 수도 있다. 청

자와 화자의 역할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유동적이다. 이렇듯 ‘대화’는 대화

참여자와 그 역할, 목적, 물리적이나 사회적 환경, 맥락 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 그 자체와 과

정을 지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세밀한 발화 현상을 가리킬

수 있으므로 광범위하게 규정될 수 있다(김승현, 2014: 3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대화를 성립하는 데 몇 가지 기본 요소가 필요하

다. 더 나아가 대화의 목적이나 대화 참여자의 의도에 따라 대화 내용이

달라지며 어떠한 주제에 관한 대화 참여자들의 발화가 대화의 응집성과 관

련하여 대화의 장르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대화 유형은 소집

단 대화에 속한 세미나이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세미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단 대화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소집단 대화는 대화의 성격을 지니며 대화 지향점에 따라 여러 가지 유

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어교육에서의 연구사를 살펴봄으로써 소집단 대

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토론(debate)과 토의(discussion)를 중심으로 이루

어져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현석(2003b)에서 학생 소집단 대화에서 다루는 과제 특성을 탐색하기

위해 코비와 루덕(Cowie & Ruddock, 1998)에서 문식성 활동을 위한 과제

들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코비와 루덕에 의하면 문식성 활동을 위한 과제

는 ‘토론 과제(discussion tasks)’, ‘문제 해결 과제(problem solving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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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과제(production tasks)’로 구별된다. 이는 학습 과제의 특성이 과제

수행의 목적과 관련됨을 암시한다. 즉 과제 수행 목적에 따라 소집단 대화

를 ‘토론’, ‘문제 해결’, ‘내용 생산’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최영인(2007: 20-21)에서 토의(discussion)에 대해 토의가 특별한 규칙

없이 자유로운 대담을 통해 집단적 사고를 개진하고 협의를 통해 답을 구

하는 말하기라고 하였다. 또한 토의 담화의 목적은 토의 의사소통을 통해

달성하려는 지향점에 따라 ‘문제에 대한 이해’, ‘문제-해결’, ‘의사결정’ 세

가지로 나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소연(2011)은 토의는 ‘집단 구성원들

이 어떤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답을 얻기 위해 협력적으로 사고하고

대화를 나누는 담화 유형’이라고 하였다(Dillon, 1994; Brilhart et al., 2001;

임칠성, 2008:163; 김소연, 2011: 21 재인용). 이 연구는 최영인(2007)과 마

찬가지로 토의 담화의 목적에 따라 유형을 ‘문제 이해하기’, ‘문제 해결하

기’, ‘의사 결정하기’로 나누었다. 토의의 유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논의

를 제시한 이창덕 외(2010: 288-303)에 의하면 토의는 청중들 앞에서 앉아

서 토의하는 패널 토의(배심토의), 발표자들에게 미리 주제를 주고 강연식

으로 발표한 뒤에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을 가지는 심포지엄, 어떠한 문제와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 공개적으로 토의하는 포럼,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여서 협의하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의제를 채택하는

회의 등 네 가지 유형이 있다.

또한 한국어 교실 수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제인 토론 역시 소집단

대화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이어스와 마이어스(Myers &

Myers, 1998)에 의하면 엄격한 의미의 토론이란 주어진 토론 주제에 대해

일정한 순서와 규칙을 지키고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대화 참여자들이

각자의 가지 주장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Kanokkorn Tanyarak, 2013:

13 재인용).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소집단 세미나는 학문 공동체에서 전

문 분야 지식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문향숙(2011: 21)에서 학습 상황에

서 학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의사소통 행위

를 문제 해결 대화로 지칭한다. 그러나 세미나의 목적인 인지적 의미 구성

이란 학습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문 지식에 대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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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의미한다.

이상 논의한 소집단 대화의 유형들은 각각 다른 구조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은 각 소집단 대화의 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① 문제 이해를 위한 소집단 대화

문제 이해를 위한 소집단 대화는 주로 대화 참여자들이 현재의 어떠한

문제 상황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대화의 목적으로 삼는다(최영익, 2006: 20; 이소

연, 2011: 21). 따라서 우선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대화 참여자들이 이 문

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모든 대화 참여자 이해를 증진시킨다. 문제 이해를 위한 소집단 대화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문제 제기 - 관련 정보 공유 - 의견 공유 – 이해 증진

② 문제 해결(내용 생산)을 위한 소집단 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소집단 대화는 문제 이해에 그치지 않고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해결안을 모색하는 것이 대화의 목적이다(최영익,

2006: 20; 이소연, 2011: 21). 따라서 문제 이해 수준에서 나아가 최종적으

로 실제로 수행 가능한 해결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주요 목적이

다. 문제 해결을 위한 소집단 대화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제시할 수 있다.

문제 제기 – 문제 분석(정보 및 의견 공유 후 이해 증진) – 해결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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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사 결정을 위한 소집단 대화

의사 결정을 위한 소집단 대화는 문제 이해 혹은 분석과 문제 해결안 모

색 과정을 바탕으로 대화 참여자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판단되는 해결 방안

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수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실행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집단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다(최영익,

2006: 20; 이소연, 2011: 21). 따라서 의사 결정을 위한 소집단 대화는 문제

이해나 분석과 문제 해결안 모색에 더하여 소집단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해

결안 선택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존재한다. 의

사 결정을 위한 소집단 대화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문제 제기 – 문제 분석 – 해결안 모색 – 해결안 선택 – 구체적 계획 수립

④ 가치 판단을 위한 소집단 대화

흔히 말한 ‘토론’은 가치 판단을 위한 소집단 대화라고 할 수 있다. 가치

판단이란 주어진 문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표명

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론은 일반적으로 찬성과 반대로 대립되는 대화 참

여자들이 일정한 절차와 규칙에 따라 각각 자기 입장과 정당성을 표명하고

상대 입장과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타인에게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최영익, 2006: 20; 이소연, 2011: 21). 이러한 정의에서 볼 때 가치 판단

을 위한 소집단 대화는 문제 이해나 문제 해결이 아닌 주어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견해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상대 의견을 반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가치 판단을 위한 소집단 대화는

문제 해결이나 의사 결정과 달리 대화 참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

니다. 가치 판단을 위한 소집단 대화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문제 제기 – 가치 판단 및 자기주장 표명 – 상대 의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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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식 구성을 위한 소집단 대화

지식 구성을 위한 소집단 대화는 인지적 의미 구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러한 소집단 대화는 문제 해결이나 의사 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

며, 문제 이해에서 더 나아가 보다 깊이 있게 전문 지식에 대한 탐구 행위

를 통해 지식 구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화에서 주어진 주제에 관

한 공부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지식 구성이 대화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과 상관없이 사실이나 이론적 지식에 대한 정보와 견해 공유뿐만

아니라 지식의 정교화와 심화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구성된 지식을

전문 분야에서 응용하기를 기대한다는 점이 다른 소집단 대화와의 차이점

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 분야 문제 제기–내용 공유–질문 및 의견 공유–지식 구성-(응용)

이상 소집단 대화 유형에 대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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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3> 소집단 대화 유형

소집단

대화의

유형

문제 이해를

위한 소집단

대화

의사 결정을

위한 소집단

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소집단

대화

가치 판단을

위한 소집단

대화

지식 구성을

위한 소집단

대화

대화

목적

어떠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어떠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어떠한

문제나

조치에 관한

소집단

의사를

결정하기

어떠한

주제나

문제에 대한

가치 판단을

이르기

어떠한

주제에 관한

내용 이해나

지식 구성을

이르기

구체적

예시

해양 오염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의

대학 전공

수업의 조별

과제를 위한

토의

사회적

집단에서

인사임명을

결정하기

위한

토론이나

회의

사회

분야에서

낙태에 관한

가치 판단

및 찬반

토론

학문 담화

공동체로

이루어진

대화:

대학원에서

의 세미나

본 연구에서 주목한 대화 장르는 소집단 세미나이며 이를 지식 구성을

위한 소집단 대화로 본다. 소집단 세미나에서는 내용 학습과 지식 구성의

목적으로 다른 대화 구성원들과 대화를 주고받는다. 이는 대화에 대한 내

용적 관점과 도구적 관점이 혼합된 것이다. 즉 대화를 학습을 위한 ‘도구’

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대화를 교육의 ‘내용’으로 가르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도구’로서의 대화를 통해 세미나에서 내용 학습과 지식 구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내용’으로서의 대화에 접근할 때에는

소집단 세미나를 한국어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 교육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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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 대화와 세미나

국어교육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학습 대화의 명칭과 개념을 언급한 서현

석(2003a: 6)에서는 소집단 학습 대화를 ‘말하기·듣기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 과제 해결을 위한 소집단에서의 대화’라고 정의하였다. 소집단 대화는

‘학습을 위한 대화’이며, 학습 대화를 통하여 실제적 대화능력의 ‘학습’이

가능하므로 교수자 중심의 수업 대화와 구별된다.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

대화’ 혹은 ‘교실 대화’에서 교사와 학생은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 구조 속

에 상호작용하게 된다(서현석, 2003b: 268). 여기서 지칭하는 수업 대화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업 대화에는 교사와 학생 간의 불평등한

관계, 좁은 법위의 대화 행위와 상호작용 패턴, 중립적인 정서적 개입과 교

사의 담화 진행 통제 등이 포함된다(김태은, 2014: 5). 이러한 수업 대화는

실제 대화와 다른 구조를 지니고 발화 양과 교체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

인다. 반면에 학습 대화 참여자는 학생들이고 이들은 사회적 관계는 일차

적으로 평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다룬 학습 대화는 국어 시

간에 말하기·듣기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습 과제 해결을 위해 이루어지므

로 특정한 주제에 대하 지식을 형성하기 위한 대화라기보다는 언어 능력의

증진이라는 목적이 더 뚜렷하다.

문향숙(2011: 21-22)에서는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목적을

인지적 의미 구성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명시적으로 ‘학습 대화’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으나 ‘학습’을 위한 대화의

개념을 언급하였다. 김승현(2014)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학습 대화의 정의

를 제시하였다. 김승현(2014: 34)에 의하면 학습 대화를 ‘talk for learning’

으로 표현하였고 학습 대화는 ‘교실에서 학습을 전제(공동의 지식 구성을

위해)로 이루어지는, 소집단 내에서의 학습자(대화 참여자)들 간에 주고받

는 말과 그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습 대화

는 교실 담화로서 학습자들이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대화 목적) 서로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그 말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카즈

덴(Cazden, 1986)은 교실에서의 말하기를 ‘교사와의 말하기’와 ‘동료와의 말

하기’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즉 교실 담화는 물론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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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를 암시하지만 교실에서 일어나는 담화의 참여 구성은 ‘교사-학생’ 이

외에도 ‘학생-학생’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실 담화는 ‘교사와 학생의

담화’와 ‘동료 간의 담화’로 나눌 수 있다. 쿨타스(Coultas, 2007:1)에서는

좋은 수업의 성공 요소 중 하나가 구성적인 대화(constructive talk)이며 교

실 내의 의사소통 종류를 교사의 말, 동료와의 대화, 그리고 집단에서의 대

화 등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교실 담화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실현될 수 있으

며 여기서 지칭하는 교실 담화는 장르적, 맥락적 범위에서 교실의 모든 발

화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카즈덴의 교실에서의 말하기 유형 분류와 마

찬가지로 교실 담화는 참여자 구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화(talk)’는 교실 구성원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서 실

제 수행하는 발화 자체를 강조한다.

김승혜(2014)는 서현석(2003a, 2003b)과 같이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 대화

(교사와의 담화)가 아닌 동료 학습자 간의 대화를 학습 대화의 주요 대상

으로 본다. 다시 말하자면 학습 대화는 일종의 ‘교실 담화’이기도 하지만

‘학습자 간의 대화’라는 특징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수업 대화와 구별된다.

김승현(2014)이 학습 대화를 ‘소집단 내에서 경쟁적이고 협력적인 상호작용

을 통하여 학습자가 공동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대화’라고 정의한 바에

따라 학습 대화의 성립 요건은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① 소집단

② 경쟁-협력적 상호작용

③ 학습자

④ 공동의 지식

소집단 학습 대화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집단이라는 개념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헤어(Hare, 1962)에서는 소집단 구성원의 수를 2

명에서 20명으로 보았다. 바커(Barker, 1979: 11)에 의하면 소집단은 ‘수적

인 면에서 볼 때 3명에서 15명 사이의 개별 인간들의 모임체’라고 정의되

었다(서현석, 2005: 167, 재인용). 김승현(2014)은 학습 대화의 소집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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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교실에서 대면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5명 내

외의 학습자로 구성된 집합체를 제안하였다. 이것은 단순히 소집단의 수적

인 면에서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슨과 존슨(Johnson & Johnson,

200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5~7명의 소집단

구성원이 참가자의 만족도와 결속력에 있어 적절한 규모라고 하였다. 학습

대화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경쟁적으로 변증함으

로써 지식에 대한 정교화가 가능하며 학생들이 언어 수행 능력의 학습자로

서 공동의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학습 대화 관련 연구는 모두 국어 교육 분야의 연구 결과이

다. 그런데 국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학습 대화 관련 논의는

주로 국어 수업 상황에서 이루어진 학생 간 대화를 다루었다. 즉 국어 교

육에서 주로 제시된 학습 대화는 교실 담화에 속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

미나라는 장르가 가진 학습자 주도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교사의 지도나 도움 없이 학문 공동

체 내에서 수행하는 학문 목적 한국어 대화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소

집단 세미나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이승원

(2018)에서 학문 공동체에서 동료로 이루어진 소집단 세미나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동료 간 학습 대화를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

현석(2003a), 김승현(2014)의 학습 대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대화 가운데 세미나를 대표 유형으로 선정

하고 그 구조를 관찰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세미나라는 세부 장르

를 통해 학습 대화의 구조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고, 실제 학문 목적 한

국어 학습자들이 세미나를 수행할 때 필요한 전략은 구체적으로 도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을 다루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학문 공동체 구성원들로 구성된 세미나에서의 의사

소통 전략 사용을 밝히고 이를 교육내용으로 구안하고자 하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세미나는 김승현(2014)에서 다루는 교실 담화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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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대화와 유사점이 있으나 교실에서 교사의 존재와 함께 이루어지는 학습

대화와 달리 학술적인 장에서 학습의 목적을 전제하여 학습자들이 협동적

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동의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대화이다. 본 연구에

서 세미나에 대한 교육적 관점은 김승현(2014)의 견해를 따른다. 학습 대화

는 집단에서 지식의 구성을 목적으로 하여 대화를 도구로 활용한다는 관점

과 학습 대화 그 자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학문 공동체

에서 전문 지식의 구성을 위해 대화를 도구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세미나에

도구적 관점으로 접근함과 동시에 한국어 교육에서 세미나를 활용할 수 있

기 위해서 세미나 그 자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므로 세미나를 위한 교육

내용을 마련한다는 대상적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3) 소집단 세미나의 개념

이상 소집단 대화와 학습 대화에 관한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집단 세미나는 ‘전문 분야에서 전문 지식의 구성을 목적

으로 하여 학습자들은 연구자로서 특정 주제에 대한 대화를 통해 전문 지

식을 형성하고 정교화해 나가는 소집단 대화’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창덕

외(2010: 302-303)에서는 토의 유형과 그 사례, 절차 등을 검토해 본 결과

로 토의 유형별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를 참조하여 소집단

세미나의 성격을 세미나 문제 성격, 핵심 발언권자, 진행 과정, 세미나 목

적, 사회자 역할, 청중 역할 등으로 나누어 다음 <표 II-4>와 같이 제시하

고자 한다. 먼저 소집단 세미나는 참여자 인원수에 있어서 4-10명으로 구

성된 소집단 대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

는 심포지엄에서도 정보 교류의 목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 발표자가 자신

의 연구 성과나 견해를 공유하지만, 소집단 세미나에서는 주로 학습의 목

적을 가지고 전문 분야에 관한 지식을 구성하고자 주어진 내용을 공부하고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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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4> 소집단 세미나의 성격

항목 세미나

문제 성격
전문 지식을 형성하기 위해 특정한 학술적인 주제에

관한 정보와 논의가 예상된다.

핵심 발언권자

(인원수)

진행 단계에 따라 발제자와 모든 참여자가 발언권자

될 수 있다. (효율성을 고려하면 4-10명 내외로 구성되

는 것이 이상적이다.)

진행 과정

(의사소통 방식)

발제는 개별적인 발표이지만 논의 부분은 참여자들끼

리 상호간 토의한다.

목적 연구자로서의 전문 지식 형성 및 정교화

사회자의 역할 세미나 진행하기 (반드시 필요한 역할은 아니다.)

청중의 역할
궁금한 점을 질문하거나 견해를 제시한다. 또한 주제에

관련된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다.

기타(시간, 규칙 등)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정해진 주제나 이슈에 대해 미

리 공부할 필요가 있다.

소집단 세미나에서 다루는 문제의 성격은 일반적인 토의와 큰 차이점이

있다. 소집단 세미나의 목적 또한 연구자로서 참여자들이 전문 지식의 형

석과 정교화를 추구하는 데에 있다. 즉 세미나를 진행하기 전에 참여자들

이 정해진 주제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다. 소집단 세미나에서 참여자들

이 전문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 자기 전문 분야에서 특정한 학술적인 주제

에 대해 세미나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를 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회의나 심포지엄과 달리 소집단 세미나에서 핵심 발언권자는 고정적이지

않다. 소집단 세미나 진행은 크게 발제와 논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

므로 각 진행 단계에서 핵심 발언권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발제 단계에서 발제를 맡은 발표자가 발표한 다음에 논의 단계에서 모든

참여자들이 상호간 직접 대화를 수행한다. 이때 청중들의 역할은 발제 내

용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거나 발제자의 의문에 대해 견해를 제시한

다. 뿐만 아니라 청중들이 정해진 주제에 관련된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다.

소집단 세미나의 개념과 성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한 소집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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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① 학습자이자 연구자인 대화 참여자

서현석(2004: 22, 29-30)에서 ‘학생 소집단 대화’는 말하기·듣기 수업 상

황에서 동료 학습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뜻한다. 학습자들이 말하기·듣기

수업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대화 참여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김승현(2014: 44)에서도 소집단 학습 대화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학습자

에 대해 여러 명칭을 부여하고 각 역할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우선

이 연구에서 학습 대화의 참여자를 ‘학습자’로 명명하였고, 소집단 공동 지

식의 구성을 위해 노력하므로 ‘협력자’로 명명하거나, 협력 학습 집단의 ‘구

성원’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연구의 학습 대화 상황에서는 교

사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화 참여자가 학습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정의한 소집단 세미나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하는 소집단 세미나의 구성원은 반드시 대화 참여자이

자 학습자이다. 서현석(2003a, 2003b, 2004)과 김승현(2014)에서 언급한 학

습 대화는 교수·학습 상황에서 일어나는 대화이므로 교사의 존재가 있으며

교사도 학습 대화의 참여자가 된다. 다만 교사의 역할은 기존의 소집단 내

활동에 개입하기보다 소집단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에서 관찰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교사-학생 간의 수업 대화와 구별

된다(김승현, 2004: 148). 그러나 소집단 세미나라는 담화에서는 교사의 존

재가 없으며 대화는 학습자(연구자)들에 의해서만 구성된다. 즉 소집단 세

미나 참여자들이 전문 지식의 학습자이자 연구자로서 세미나라는 장에서

대화를 통해 지식 구성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화를 서로 나누는 주체가

대화 참여자(화자, 청자)이며, 어떠한 내용에 대한 학습을 추구한다는 점에

서 볼 때 대화 주체가 학습자이기도 하다. 또한 대화 참여자들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바뀔 수 있으나 그 동시에 학습자 역할

도 맡고 있다.

② 공동 지식 형성의 목적

대화는 대화 목적에 따라 여러 장르로 나눌 수 있다. 소집단 세미나는



- 33 -

전문 지식의 학습과 구성을 대화의 목적으로 하여 대화를 도구로 사용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즉 지식의 형성을 대화의 주요 목적

으로 하며 대화의 과정에서 대화 참여자들의 지식 형성이 이루어진다. 물

론 대화 참여자의 개별 학습자 요인에 따라 학습이나 지식 형성의 목적이

나 의도가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소집단 세미나 참여자들

은 대화를 통해 정보 공유, 지식 획득, 지식 형성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소집단 세미나의 목적은 대화 구성원들이 대화를 통해 개별적인 지식 획

득 뿐 아니라 공동의 지식을 구성하는 데 있다. 즉 개인적인 지식 형성에

서 더 나아가 집단 구성원들이 협력적으로 공동의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

세미나의 주요 목적이다. 에드워드와 머서(Edward & Mercer, 1987)는 ‘공

동 지식(common knowledge)’이라는 용어로 ‘교실 내에서 상호작용적 소통

을 통해 구성되는 지식’을 명명하였다(김승현, 2014: 45 재인용). 소집단 세

미나에도 공동 지식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적 지식은 학습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지

만 세미나를 통해 대화 구성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습자들 간의 새로운 공동 지식 생성을 가능해진다. 공동의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학습자 개인적인 견해를 다른

대화 참여자와 공유하며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함으로써 일차적

인 지식의 정교화가 발생한다. 또한 다른 대화 참여자들의 의견과 생각을

듣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과 정보들을 획득할 수도 있다. 그

러나 획득한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화 구성원 간의

의미 협상과 질의응답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 지식과 비교하고

이차적인 정교화를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구성한다.

③ 대화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란 ‘사회적 행위자들이 대면적 만남에서 서로 관련되는 과정

과 방식’(고영복, 2000)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집단 세미나에서의 상호작용

은 학문 공동체가 가진 사회적 맥락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교섭하는

과정과 방식을 의미한다. 더 세밀하게 정의하자면 소집단 세미나에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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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상호작용은 ‘의사소통 활동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상대방의 발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행하는 피드백과 수정, 그리고 확인 과정 등을 통한

의미 협상’(Daughty & Pica, 1986; Ellis, 1985; Long, 1983, 1996; 홍순태,

2013: 1-2 재인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집단 세미나에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언어

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김승현, 2014: 42). 즉 언어 사용을 통해 집단 구

성원들이 서로 교섭하는 과정과 방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학습과 지

식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상호작용이므로 학습자 간의 대화로 언어적

상호작용이 형성되며 이러한 언어적 상호작용으로 학습과 지식 수정이 이

루어진다(홍순태, 2013; 김승현, 2014: 42).

[그림 II-1] 소집단 세미나에서 학습이 형성되는 과정

따라서 소집단 세미나에서 학습과 지식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면 학

습자들 간의 대화가 필요하며 언어적 상호작용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미나에서 과제를 다룰 때 대화

구성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의 구성과 정교화를 추구하며 학

습과 지식 구성이 가능하게 된다.

2) 소집단 세미나의 특성

(1) 지속적인 탐구 과정

김승현(2014)은 협력적 지식 구성에 대한 논의들을 참고하여 학습 대화

학습자 간의

대화

언어적

상호작용
학습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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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행 단계를 제시하였다. 학습 대화의 진행 단계는 크게 ‘지식 점검하

기’, ‘지식 탐색하기’, ‘지식 구성하기’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매

우 역동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이다. 즉 학습 대화의 진행 단계들은 고정되

어 있지 않고 문제 특성이나 상황, 대화 참여자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조

정되어 형성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습 대화는 일회성의 ‘지식

구성하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며 개인의 지식으로 내면화

되면서 다시 새로운 ‘지식 점검하기’, ‘지식 탐색하기’, ‘지식 구성하기’의 순

환으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I-2] 학습 대화의 진행 단계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학습 대화는 지식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 과정이

며 구성원들 간의 지식 공유를 통해 기존의 개인 지식을 발전시킴으로써

지식 형성이 가능하게 된다. 김승현(2014)에서는 학습 대화 각 진행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주요 기능과 발화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식 점검하기

(Diagnosing)

지식 탐색하기

(Exploring)

지식 구성하기

(Constru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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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5> 학습 대화 진행 단계의 주요 기능과 발화 유형(김승현, 2014)

진행 단계 주요 기능 발화 유형

지식 점검하기
설명하기 생각 나타내기

문제 분석하기 문제 이해가기/ 개념 정의하기

지식 탐색하기
사고 자극하기 정보 요구하기/ 문제 제기하기

반응하기 재진술하기/ 정당화하기

지식 구성하기
정리하기

요약하기/ 다시 설명하기/ 마무리

발언하기

완성하기 개념 형성하기/ 내면화하기

이승원(2018)은 학습 대화의 의사소통 목적을 고려하여 김승현(2014)에

서 제시한 학습 대화 진행 단계의 큰 틀을 적용하되 각 단계에서의 기능에

는 비판적 논의에 따른 차별점을 두었다. 이는 김지애(2016)에서 논의한 한

국어 교육에서의 학문적 구술력에 기반을 두고, 학습 대화 기능 단계 원형

을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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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6> 학습 대화 진행 단계의 부분 용도(이승원, 2018)

진행 단계 주요 기능 내용

지식 점검하기
검토하기

학습 진도나 자료의 세부사항 등에 대해

점검한다.

이해 확인하기
중요한 개념이나 특성에 대해 진술을

요구한다.

지식 탐색하기
정교화하기

-확산적 정교화: 두 가지 이상의 개념들을

연결하여 비교·대조하거나 관련성·위계를

파악하면서 상·하위 범주를 생성한다.

-수렴적 정교화: 개념이나 특성의 이유,

방법, 조건, 변인, 한계 등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만들어낸다.

정당화하기
정교화에 사용된 추론에 대한 비판적

의문을 해결한다.

지식 구성하기
비판적 수용하기

탐색을 통해 구성된 공동의 지식을 기존

지식 체계에 비판적으로 반영한다.

정리하기 논의의 과정 및 결과를 종합한다.

이 연구에서 학습 대화에서의 핵심 대화이동 연속체에 대해 ‘질문-대답-

이해표시’의 대화이동 연속체 원형을 제시하였다. 이 대화이동 연속체 역시

여러 유형으로 순환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대화이동 연

속체의 출현은 학습 대화에서 지속적인 탐구 과정을 구성한다.

[그림 II-3] 학습 대화의 핵심 대화이동 연속체

(시작)

질문하기

(반응)

대답하기

(의사확인)

이해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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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학습 대화와 소집단 세미나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소집단 세미나의 진행 단계와 주요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II-7> 소집단 세미나 진행 단계의 주요 기능 및 내용

진행 단계 주요 기능 내용

지식 공유하기

발제하기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정해진 주제와

내용에 대해 발제한다.

발제자 견해나

질문 공유하기

발제 중 혹인 발제가 끝난 후에 발제자가

내용에 관한 질문이나 개인의 견해를

공유한다.

지식 점검하기

이해 확인하기
발제자가 다른 대화 참여자에게 발제

내용에 대해 이해했는지를 확인한다.

이해 확인

요청하기

참여자들이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옳은지 발제자와 다른 참여자들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또한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발제자에게 다시 진술을

요구하기도 한다.

지식 탐색하기
정교화하기

관련된 다른 개념을 언급하여 세미나

주제에 대한 개념이나 내용을 정교화한다.

정보 추가하기
참여자들이 관련 정보를 추가하여 세미나

주제에 관한 이해를 넓힌다.

지식 구성하기
비판적 수용하기

전 단계에서의 탐색을 통해 참여자들이

공동적으로 구성한 지식을 기존의 전문

분야의 지식 체계에 비판적으로 반영한다.

(응용하기)
형성된 지식을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연구에 응용한다.

소집단 세미나가 학습 대화나 다른 토의 유형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세미나를 진행하기 전에 정해진 전문 분야 관련 주제에 대한 내용

을 미리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미나 주제에 관련하여 매번 다른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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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내용에 대한 공부가 선행된다. 세미나를 진행하기 전에 참여자들이

각자 정해진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발제를 맡은 자가 먼저 발제한다. 이

단계는 ‘지식 공유’이며 이 단계에서 발제자가 참여자들이 학습했어야 할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발표 도중 혹은 발표가 끝난

후에 발제자가 자신의 견해나 질문을 다른 참여자들에게 공유한다.

다음은 ‘지식 점검’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발제자가 다른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발표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다른 참여자들이 발

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옳은지를 확인할 수 있고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발제자나 다른 참여자들에게 재진술을 요청하기도 한다.

그 다음 단계는 ‘지식 탐색’이다. 이 단계에서 이번 세미나에서 학습한

것을 다른 관련된 개념들과 비교하거나 언급함으로써 지식에 대한 정교화

를 한다. 또한 참여자들이 이 주제와 관련된 다른 정보를 추가하고 다른

참여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이 주제 내용에 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 구성’ 단계에서는 세미나 참여자들이 이번에 학습한 것

을 전문 분야에 관한 자신의 기존 인지 체계에 반영하고 결합함으로써 전

문 지식의 형성이 가능하다. 또한 전문 지식이므로 세미나 참여자들이 연

구자로서 이번에 학습한 것을 실제로 연구에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부

분을 발상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가능하다.

(2) 개념이나 내용에 대한 명확성 요구

소집단 세미나는 지식의 구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화 참여자들이 어떤

주제나 문제에 대해 탐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개념이나 내용에 대한 명

확성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어떤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기 전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정확한 이해를 전제해야만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 인터뷰 발췌 자료를 보면, 학습자 KRL03이 다른 화자의 발화를 이

해하지 못했을 때 말하는 사람에게 확인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습

자가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에서는 일상대화보다 문제 이해의 확실성에 대

한 요구 정도가 더 높으며 확실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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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예를 들어서 제가 상대방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직접적으로 

상대방한테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거 무슨 뜻이에요?’ 

요런거?

KRL_003: 네. 네네네.

연구자:   보통? 음...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만야 대충 무슨 말인지 알고 잇으

면 어떻게......

KRL_003: 네네. 그 사람에게 확인을 해요. 확인.

연구자:   만약에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물어볼 수밖에 없겠네요.

KRL_003: 네네네. 그냥 물어봐요. 근데 일상대화에서 ‘무슨 뜻이에요?’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연구자:   네. 일상대화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KRL_003: 네네네. 대충 알아들었으면 그냥 넘어가요. 이 문제에 머무르지는 않

아요. 네네네. 근데 세미나라면 일반적으로 확실성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자: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 둘이 어떤 것에 대한 이해가 다르

면 토론은 이어질 수는 없어요. 토론할수록 더 그래요.

KRL_003: 맞아요. 세미나라며 확실성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을 거고 근데 일상대

화라면 상관 없는 것 같네요.

연구자:   전문용어의 정의에 대해 정확해야 돼서요.

KRL_003: 맞아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죠. 특히 세미나에서.

[KRL03]

KRL_010: 그 세미나는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그냥 무조근, 무조건 그 다른 사

람에게 아니면 선배님한테 물어봐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네, 그냥 

대충, 대충 알기도 되는데.

연구자: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KRL_010: 네. 굳이 그 단어 하나씩 하나씩 다 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로 소통 위주로. 네. 그냥.

[KRL10]

학습자 KRL10의 경우도 일상대화보다 세미나에서 질문이 생기면 다른

대화 참여자에게 질문하려는 의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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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L_006: 맞아요. 그 그거 세마나 할 때는 어떤 내용에 대한 대화, 내용의 탐

구. 근데 의사소통 할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대화자, 의사소

통, 일상대화 할 때도 대화자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도.

연구자:   일부러 뭐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

KRL_006: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뭐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문장 있

으면 괜찮아요. 그냥

연구자:   맞아요. 가끔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KRL_006: 맞아요. 몰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 한국인이랑 대화할 때도.

연구자:   근데 학습, 그 세미나에서는?

KRL_006: 세미나에서는 이 내용에 제대로 우리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 상

대방이 이해 못해요.

연구자:   그럼 계속 토론 그런 거는.

KRL_006: 토론하고. 우선적으로 내용에 대한.

[KRL06]

위 학습자 KRL06의 경우는 세미나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표

현해야 다른 대화 참여자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여 세미나에서는 지식 공

유의 기반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상 인터뷰 자료 발췌를 통해 소집단 세미나에서 개념이나 내용 등의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일상대화에서보다 더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3) 소집단 세미나의 구조

세미나 수행에 관한 기술에 대해 린치와 앤더슨(Lynch & Anderson,

1991)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Jordan, 1997: 199. 재인용). 린치와 앤

더슨은 세미나를 발표와 참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필요한 수행

기술을 따로 제시하였다. 세미나를 발표와 참여로 나누는 이유는 세미나

구조와 관련된다. 즉 세미나의 진행 방식은 보통 발표를 맡은 사람부터 발

표를 진행한 다음에 다른 세미나 참여자들이 발표 내용에 대해 자신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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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 질문을 드러내는 식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참여란 일방적 담화 유형

인 발표와 달리 발표자를 비롯한 모든 세미나 참여자들의 쌍방적인 의사소

통을 의미한다.

<표 II-8> 세미나 수행 기술(Lynch & Anderson, 1991)

세미나 수행 기술
발표

(주요 발화자로서)

참여

(청중으로서)
- 순서대로 밝히기 - 이해하지 못함을 나타내기
- 방향을 제시하기 - 설명을 명확하게 요청하기
- 전달하기(속도, 명확성과 관련) - 질문하기
- 시각적 보조 자료 사용하기 - 동의하지 않기
- 신체 언어 사용하기
- 결론짓기

세미나에 관한 위의 견해와 앞서 소집단 대화에 대해 논의한 바를 바탕

으로 대학원에서 수행되는 소집단 세미나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그림

II-4]와 같은 틀로 제시할 수 있다. 우선 학문 목적의 소집단 세미나는 청

중을 고려한 수사적 발표 기술보다는 내용이 중심이 되는 발제를 진행한

다음에 논의를 진행한다. 발제란 주어진 내용을 숙지한 후 발제를 맡은 사

람이 다른 세미나 참여자에게 이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자신이 궁금한 점

이나 관련 이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는 말하기이다. 그러므로 소집단 세

미나의 구조는 ‘발표-청중참여’가 아닌 ‘발제-논의’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 43 -

[그림 II-4] 소집단 세미나 구조

소집단 세미나의 구조는 발제와 논의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소집단 세미나 진행 순서는 우선 정해진 주제에 대해 세미나 참여

자들이 미리 공부해 오고 발제를 맡은 발제자가 주제 내용에 대해 제시하

는 발제이다. 발제에서 발제자가 주제 내용에 대해 참여자들에게 최대한

이해하도록 해야 하며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다른 세미나 참여자들에게 전

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발제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세미나 참여

자들에게 주어진 주제에 관한 내용을 전달한다. 발제가 끝난 다음에 전체

세미나 참여자들이 논의를 진행한다. 논의에서 세미나 참여자들이 방금 발

제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주제 내용에 대한 자신의 논의나 견해를 제

시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전체 세미나 참여자들이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쌍방적인 의사소통이 수행된다. 다음 [그림 II-5]와 같이 발제에서 발

제자가 주도적이고 후속 논의는 세미나 참여자들이 주도적이다. 발제에서

발제자가 발제를 끝낸 후에 발제 내용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제시할 수도

있다. 후속 논의에서 세미나 참여자들이 발제 내용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세미나

(seminar)

발제

일방적 쌍방적

논의

질의응답 자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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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소집단 대화와 다소 다른 것을 보인다.

[그림 II-5] 세미나의 담화 구조

발제자 주도적

주제 내용 제시,

(질문, 논의)

세미나 참여자 

주도적

(질문, 논의)

마무리

발제자 주도적

주제 내용 제시,

(질문, 논의)

세미나 참여자 

주도적

(질문, 논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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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소통에 관한 제2언어 학습이론

의사소통 전략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

자와 청자가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 절에서는 먼저 의사소통 본질에 대해

알아본 다음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의 논의를 살펴보고, 소

집단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를 정의한다. 그 다음으로 의사소통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논의들을 검토하여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전략을 정의하고 의사소통 전략 유형을 정리한다.

1) 의사소통의 본질

의사소통의 본질에 대해서 커네일(Canale, 1983: 3-4)에서는 브린과 캔

들린(Breen & Candlin, 1980), 모로(Morrow, 1977), 위도우(Widdowson,

1978)의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으로 정리하였다.

① 의사소통은 일종의 사회적 상호작용 형식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서 습득되고 수행된다.

② 의사소통은 형식과 메시지에 담고 있는 고도의 예측불가성과 창

의성과 관련된다.

③ 의사소통은 적합한 언어 사용의 통제와 발화에 대한 정확한 해석

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담화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발생한

다.

④ 의사소통은 심리적 및 다른 조건(예: 기억 제한, 피로와 주의 분

산)을 제한하여 수행된다.6)

⑤ 의사소통에 있어 항상 목적이 있다. (예: 사회적 관계를 수립하거

나 설득하거나 약속하려는 목적)

⑥ 의사소통은 교과서적 언어가 아닌 진정한 언어 사용과 관련된다.

6) The nature of communication(Canale, 1983: 3):(d) it is carried out under limiting
psychological and other conditions such as memory constraints, fatigue and
dist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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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의사소통은 실질적 결과를 근거로 하지 않더라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예: 어떤 영어 비모어 화자가 토론토에서 기차

역을 찾으려고 지나간 사람에게 ‘기차에 어떻게 가’라고 물어보고

기차역에 가는 안내를 받았다.)7)

위에서 제시한 의사소통의 특징들은 곧 발화자가 의사소통을 수행할 때

에는 반드시 발화 목적이 있으며 의사소통이 발생하는 사회문화 맥락에 따

라 발화자가 적합한 목표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

라서 제2 언어 교육에서는 원활한 제2 언어 의사소통을 위해서 목표 언어

의 사회문화 맥락이나 담화를 고려한 실제적이고 적합한 언어 사용을 선택

하여 수행하는 것이 교수·학습의 목표이자 내용이 되어야 한다. 학습자가

목표 언어로 의사소통을 수행할 때 사회문화 맥락과 상황에 따라 적합한

목표 언어 사용을 선택함으로써 발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은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한 근본적인 체계8)로 이해할 수 있다(Canale & Swain, 1980).

커네일과 스웨인(Canale & Swain, 1980)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능력은 지

식과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데 이 지식을 사용하는 기

술을 지칭한다. 지식은 한 개인이 (의식으로 혹은 무의식으로) 언어와 의사

소통적 언어 사용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술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

서 그러한 지식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커네일과 스웨

인(1980)에 의하면 의사소통 능력은 네 가지 하위 능력으로 구성된다.

7) The nature of communication(Canale, 1983: 4):(g) it its judged as successful or not
on the basis of actual outcomes. (For example, communication could be judged
successful in the case of a non-native English speaker who was trying to find the
train station in Toronto, uttered ‘How to go train’ to a passer-by, and was given
directions to the train station.)

8) 예를 들어, 특정 언어의 어휘 지식과 사회언어학적 관습을 사용하는 기술이다(Canale,
198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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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6] 의사소통 능력 구성

① 문법적 능력

문법적 능력은 목표 언어의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코드에 관한 숙달도와

관련된다. 어휘, 조어법, 문장 구성, 발음, 철자법, 언어학적 의미론 등 언어

특징과 규칙이 포함되며 이러한 능력은 정확히 발화 의미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지식과 기술에 초점을 둔다.

② 사회언어학적 능력

커네일과 스웨인(Canale & Swain, 1980)에서 사회언어학적 능력은 사회

문화적 규칙의 사용과 담화 규칙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나 다시 커네일

(Canale, 1983)에서는 사회문화적 규칙의 사용만 사회언어학적 능력과 관련

된다고 하였다. 사회문화적 규칙의 사용은 발화가 사회언어 맥락에 따라,

즉 담화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상호작용 목적, 상호작용의 규범이나 관습

등 맥락적인 요인에 따라 적절하게 생산되고 이해되는지와 관련된다. 발화

의 적절성은 의미의 적절성과 형태의 적절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미

의 적절성은 특정 상황에서 특정 의사소통 기능(명령, 불평과 요청 등), 태

도(예의와 형식)와 아이디어의 적절성의 정도에 관한 것이며 형태의 적절

성은 특정한 사회언어적 맥락에서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형태로 표현된 의

미(의사소통 기능, 태도와 명제 혹은 아이디어)의 적절 정도와 관련된다.

의사소통 능력

(Communicative

Competence)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사회언어적 능력

(Socioliguistic Competence)

담화적 능력(Discourse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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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담화적 능력

담화적 능력은 다양한 장르에 의해 문법적 형태와 의미를 결합하여 통일

된 말하기 혹은 쓰기 텍스트를 완성하는 숙달도를 가리킨다. 장르란 텍스

트의 종류를 가리키며 텍스트의 통일성은 형태의 응집과 의미의 일관성을

통해 형성된다. 형태의 응집성은 발화들이 서로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텍스

트의 의미 해석이 얼마나 가능한가와 관련되며 의미의 일관성은 텍스트에

나타난 다양한 의미들의 관계와 관련된다.

④ 전략적 능력

전략적 능력은 언어적 의사소통 전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략의 숙달

도로 구성된다. 의사소통 전략의 수행은 두 가지 주요 목적과 관련된다. 첫

번째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제한적 조건9)이나 다른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실패나 장애를 보상하기 위해 사용한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스웨인과 커네일(Swain &

Canale, 1979)에서는 제2 언어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하도록 권

장하고 학습자에게 전략을 사용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하였다.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구성 능력 중 하나가 전략적 능력이며 이는 언어

적 의사소통 전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략의 사용에 대한 숙달도로 구성

된다. 의사소통 전략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나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제한적인 조건으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에 따른 문제나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다른 하나는 의사소통에 있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한다(Canale, 1983: 10-11).

9) 예를 들어 갑자기 문법 형태는 기억이 안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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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소통 문제

(1) 의사소통 문제 유형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 간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언

급할 때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다. 토마스(Thomas, 1983)는 화용적 측면에

서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어 이를 화용적 실패(pragmatic failure)라고

지칭하였다. 토마스가 말한 화용적 실패는 ‘발화 내용이 의미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한상민, 2005: 13; 재인용).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 한상미(2005:18)에서는 목표 언어를 사용할 때 비

모어 화자의 목표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화나 이해에서 모어 화자의 언

어 사용과 불일치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비모어

화자인 한국어 학습자에 의해서 유발되는 언어기반적인 의사소통 문제를

뜻한다. 개스와 배로니스(Gass & Varonis, 1991)는 문제가 있는 의사소통

유형을 분류하였다. 문제가 있는 의사소통 유형은 ‘대화 회피’와 ‘의사소통

불일치’로 나뉜다. 전자는 대화 참여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유형이고

후자는 대화 참여자가 대화에 참여했으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 유형

이다. ‘의사소통 불일치’는 화자가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실제로 전

달된 정보과 다르게 이해될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때 ‘오해

(misunderstanding)’나 ‘불완전한 이해(imcomplete understanding)’가 발생

가능하다.

하우스(House, 1993)에서는 비모어 화자의 ‘부적절한 반응(inapproriate

responses)’로 인한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 간의 ‘의사소통 오해’를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외국어 또는 제2 언어 학습자가 모어 화자

와의 대화에서 화용적 반응의 실패를 언어기반적(language-based) 어려움

과 문화 특정적인 화용 지식의 차이와 관련된 전략적 결함, 그리고 언어

수행 상의 어려움(operational difficulties)으로 나누었다.

도르나이와 스코트(Dörnyei & Scott, 1997: 183)에서는 의사소통 전략에

대해 정의하기 전에 의사소통 문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들의

논의에 의하면 기존의 연구들은 의사소통 전략을 다룰 때 한 가지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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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즉 언어 자원의 결함(resource deficits)만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목표어에 대한 화자의 지식 부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의사소통의 특성을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하고 의사소통 문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II-9> 의사소통에서 부딪치는 문제 유형(Dörnyei & Scott, 1997: 183)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problem) 내 용

목표언어 자원의 결함

(resource deficits)

목표어에 대한 화자의 지식 부족으로 인해 메

시지를 언어화(verbalizing)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발화 상의 문제

(own-performance problems)

자신의 발화가 언어적으로 틀렸거나 부분적으

로 맞았음을 인식할 때

(수정하기, 바꿔서 말하기 등과 관련됨)

대화 상대자의 발화 상의 문제

(other-performance problems)

대화 상대자의 발화가 언어적으로 틀렸거나

(예사치 못했거나) 발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시간의 압박

(processing time pressure)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자신의 발화를

수행하고 계획할 기간을 필요로 할 때

(시간 공백을 채워준 필러 사용, 망설임, 반복

과 관련됨)

(2)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문제 유형

한상미(2005: 18)에서 의사소통 문제(communication problems)에 대해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간의 대화에서 대화 참여자 양측의 담화 처리 과

정에서 인지적, 행적, 언어적, 전략적, 그리고 대화 의지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소집단 세미나에서 발생한 의사소통 문제는 언어 자원의 결함 외에 주목

할 점이 있다. 김지애(2015: 29)에서는 학문적 대화에서의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 정의하한 바 있다. 일반 의사소통 상황에서 비모어 화자에 의해 발생

한 의사소통 문제는 언어적인 부분으로만 한정하여 보지만, 학문적 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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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수행 능력의 측면에서 고려해 보았을 때 학습자가 학문적 대화를

수행하려면 목표어의 문법적 능력이나 화용적 능력뿐만 아니라 목표어를

도구로 대화 참여자들과 내용 지식을 협력적으로 탐구하고 구성해 나가는

데에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요하는 인지적 차원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학문적 대화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문제는 학습자가 한국

어로 지식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 언어적, 인지적 요인으로 인해 학문적 대

화에서 협력적 지식 구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문제 역시 언어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김지애(2015)에서는 의사소통 문제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대화 그라이스(Grice, 1975)의 협력의 원리에 대한 4가지 격률을 재해석하

여 활용하였다. 그라이스는 대화 협력의 원리로 양의 격률, 질의 격률, 관

련성의 격률과 방법의 격률을 제시하였다. 이러나 이 격률들을 학문적 대

화 상황에 맞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김지애(2015: 34)에서는 분석

대상인 일대일의 구술시험 대화의 특징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문제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재설정하였다. 일대일의 구술시험 대화는 교사와

학습자로 구성된 학문적 대화 형태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학문적 대화의 특

징과 대화 참여자 구성을 생각하여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재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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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0> 일대일 구술 시험에서 의사소통 문제 발생 여부 판단 기준

협력 원리의 4가지 격률(김지애, 2015: 33)

격률 격률 위배

1. 양의 격률
학습자의 발화가 교사의 기대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

지 않는 경우 (예: 필요한 정보 누락)

2. 질의 격률

학습자의 발화가 공유된 내용 지식과 차이가 있거나 내용

의 질적 수준이 대화 과제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

는 경우

(예: 자기모순, 수준 낮은 대답-사회적 차원의 질문에 개인

적 차원으로 대답)

3. 관련성의 격률

학습자의 발화가 주제에서 벗어나서 논점을 흐린다고 여겨

지는 경우

(예: 주제 이탈)

4. 방법의 격률

학습자의 발화가 간단명료하지 않거나 교사가 학습자 발화

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없게끔 모호한 경우

(예: 모호하게 대답)

위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학문적 대화에서 나타난 의사소통 문제를 김

재애(2015)는 다시 언어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① 언어적 요인

학습자가 목표어로 사고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의 의미 단위에 따

라 발음, 억양, 어휘, 문장, 담화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어휘

학습자가 사용한 어휘에 대해 정확성이나 사회언어학적 적절성을 중심으

로 의사소통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대화에서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문제가 있어 대화 내용을 오해하고 틀린 답변을 한다. 또한 의미 표현에

있어 적절한 어휘를 모르거나 선택하기 못해서 명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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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문장 단위의 의미 이해와 구사력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대화에서 상

대방의 질문이나 담화 내용의 문장 이해에 실패해서 빗나간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표현하고 싶은 복잡한 내용을 문장으로 구사하지 못해

자기 발화 수정을 하다가 발화가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다.

㉢ 담화

담화 차원에서 담화의 응집과 결속, 사회언어학적 담화 구성 능력을 중

심으로 의사소통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 학습자가 대화 내용을 오해해서

빗나간 답변을 하여 관련 주제의 응집성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또한

대화 주제를 오해하지 않지만 언어적 결속 능력이 부족해서 관련 주제에서

벗어나 해당 주제로 응집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는 특정 담화

구성 방식을 몰라서 결국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명료하고 체계적인 담화로

구성해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② 인지적 요인

인지적 요인은 학습자가 사고를 어떻게 언어화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학문적 대화에서 탐구를 위해 수행되는 사고의 유형은 분석적 사고와 논리

적 사고, 그리고 비판적 사로로 나누어 본다.

㉠ 분석적 사고

학습자가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못하거나 자기 나름의 분석과 해석의 문

제는 분석적 사고 문제이다. 개념 이해에 실패하면 대화에서 그 개념에 대

해 충분히 설명할 수 없거나 개념을 오해해서 틀린 대답을 하기도 한다.

또한 대화를 전체적으로 이해했지만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초점이 되어

야 하는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하거나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 논리적 사고

내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대화할 때 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일

관성 있게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다른 대화 참여자에게 전달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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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대화에서 자기모순에 빠져 앞뒤가 안 맞거나 자신의 견해에 대

한 근거 선택에서 빗나가는 것은 의사소통에서 논리적 사고에 문제가 생긴

다고 본다.

㉢ 비판적 사고

비판적 사고는 어떤 주제나 쟁점에 대해 능동적으로 분석, 해석, 종합,

평가, 추론 등을 수행하는 인지 활동이다. 이를 수행하는 주체인 화자가 자

신과 대화 참여자의 사고가 타당한지 살펴본다(김지애, 2016: 61).

도르나이와 스코트(Dörnyei & Scott, 1997)에서는 의사소통 문제 유형을

‘언어 자원의 결함’, ‘시간의 압박’, ‘자기 발화 상의 문제’와 ‘대화 상대자

발화 상의 문제’로 나눈 바 있다. 한국인 학습자가 참여하는 소집단 세미나

에서도 언어 자원의 결함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가 다수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소집단 세미나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 외에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를 종합하여 의사소통 문제를 언어적 문제와 인

지적 문제로 나누고,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의 유형과 내용을 <표 II-11>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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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1>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 유형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 내 용

1
분석적

사고 문제

자기

발화에

의한 문제

자신의 발화 내용에 나타난 개념 분석이나 해석이

틀렸거나 부분적으로 맞았음을 인식할 때 (수정하

기, 바꿔서 말하기 등과 관련됨)

그 결과로 개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없거나

틀린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화

상대자

발화에

의한 문제

대화 상대자의 발화 내용에 나타난 개념 분석이나

해석이 틀렸거나(예사치 못했거나) 발화를 (정확

히) 이해할 수 없을 때

2
논리적

사고 문제

자기

발화에

의한 문제

자신의 발화 내용에 나타난 개념 분석이나 해석이

틀렸거나 부분적으로 맞았음을 인식할 때 (수정하

기, 바꿔서 말하기 등과 관련됨)

그 결과로 개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없거나

틀린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화

상대자

발화에

의한 문제

대화 상대자의 발화 내용을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

로 타당하게 하지 못해서 대화 상대자의 발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을 때

대화 상대자의 발화 내용이 앞뒤가 안 맞거나 타

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못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

3
비판적

사고 문제

자기

발화에

의한 문제

자신의 발화 내용에 나타난 개념 분석이나 해석이

틀렸거나 부분적으로 맞았음을 인식할 때 (수정하

기, 바꿔서 말하기 등과 관련됨)

그 결과로 개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없거나

틀린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화

상대자

발화에

의한 문제

어떤 주제나 쟁점에 대한 대화 상대자의 발화 내

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타당하지 못해서 받아

들이지 못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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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의사소통 문제는 화자 사고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화자의 발화

를 통해 자신의 사고 과정이 구현된다. 즉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는 화자의

발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인지적 문제는 분석적, 논리적, 비판적 사

고 문제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다시 ‘자기 발화에 의한 문제’와 ‘대화 상대

자 발화에 의한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자기 발화에 의한 문제’는 말 그대

로 화자 자신의 발화에 의한 의사소통 문제이고 자신의 발화가 틀렸거나

논리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대화 상대자

발화에 의한 문제’는 대화 상대자의 발화가 틀렸거나 논리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발생한 의사소통 문제이지만, 대화 상대자의 발화가 틀

리지 않고 자기가 대화 상대자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도 이러한 의

사소통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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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소통 전략

‘의사소통 전략’이란 셀린커(Selinker, 1972)가 제2 언어 학습자의 중간언

어를 설명할 때 제시한 제2 언어 습득에 필수적인 다섯 가지 인지과정 중

의 하나이다10). 그는 어린이의 발화를 분석함으로써 발화의 체계성을 발견

하였고 그 체계는 인식 가능한 전략에 의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

서 말한 인식 가능한 전략은 발화에서 발견된 ‘제한된 목표어 지식을 가지

고 있는 학습자가 자신의 의도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의 결과

물’이며, 그것을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부른다(이민경. 2004: 3, 재인용). 그

의 정의에 따르면 의사소통 전략은 ‘목표어 학습자가 모어 화자와 의사소

통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식 가능한 접근 방식(an identifiable approach

by learner to communication with native speaker)’이다. 한편 코더

(Corder, 1983: 16)는 의사소통 전략이 ‘화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을 직면할 때 사용하는 체계적인 기법이나 기술’이라고 하였다.

전략은 어떤 문제나 과업에 접근해 가는 방법, 특정한 목정을 도달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과 그 구체적인 기법이나 방법을 지칭한다. 제2 언어 학

습에서의 전략은 우리가 언어 입력과 출력을 할 때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며 대부분 의식적으로 사용되고 특정한 목표

에 의해 유도되는 것(Chamot, 2005; Brown, 2007, 재인용)이다. 브라운

(Brown, 2007)에서는 제2 언어 분야에서의 전략은 학습 전략(learning

strategy)과 의사소통 전략(communication strategy, CS)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언어 학습 전략과 의사소통 전략을 구분하는 것은 언어 입

력과 출력을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코엔(Cohen, 1998: 5)에서는 언어 학습 전략(language learning strategies)

10) Selinker(1972)가 제시한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언급은 중간언어에 관한 논의와 관련된
다. 우선 Selinker(1969)에서 먼저 중간언어에 대해 소개하였고, Selinker(1972)에서는 좀
더 정교한 중간언어에 관한 정의와 개념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전략에 대해 언
급하였다. 그에 의하면 제2 언어 학습자가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목표언어에 점차 가까
이 가는 “변화하는 체계”’라고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설명하였다. Selinker가 이 점진적인
제2 언어 습득 과정은 다시 5가지의 인지과정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a.
언어 전이 b. 학습 방법의 전이 c. 제2 언어 학습 전략 d. 제2 언어 의사소통 전략 e. 목
표어 지식의 과잉 일반화(Selinker, 1972: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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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언어 사용 전략(language use strategies)은 ‘학습자가 학습 효과를 높이

거나 제2 언어 혹은 외국어를 사용하기 위해 특정 언어 정보에 대한 저장,

보존, 상기와 응용 등을 통해 의식적으로 선택한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제2 언어 학습자 전략(second language learner strategies)에는 제2

언어 학습 전략(second language learning strategies)과 제2 언어 사용 전

략(second language use strategies)이 포함된다(Cohen, 1998: 5).

<표 II-12> 제2 언어 학습자 전략 체계(Cohen, 1998)

제2 언어 학습자 전략

second language

learner strategies

제2 언어 학습 전략

second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제2 언어 사용 전략

second language use

strategies

상기시키기

retrieval strategies,
예행 연습하기

rehearsal strategies,
감추기

cover strategies,
의사소통 전략

communication strategies.

(1) 의사소통 전략 유형

의사소통 전략 유형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전

의 전략 유형 체계를 보완하면서 발전시켰다. 본 연구에서 소집단 세미나

에서의 의사소통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의사소통 양상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의사소통 전략 유형 틀을 먼

저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기에 제시된 의사소통 전략 유형의 분류

와 자주 인용되는 의사소통 전략 분류를 중심으로 타론(Tarone, 1980), 페

어치와 카스퍼살펴(Færch & Kasper, 1984)와 도르나이와 스코트(Dörnyei

& Scott, 1997)의 의사소통 전략 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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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Tarone(1980)

타론(Tarone, 1980)은 타론(Tarone, 1978)에서 언급한 의사소통 전략 유

형에 대해 보다 정교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의사소통 전략을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각 분류에 하위 유형과 구체적 예시를 제시하였다. 타

론의 의사소통 전략 유형은 <표 II-13>와 같다. 타론은 의사소통 전략을

‘바꿔 말하기’, ‘전이’와 ‘회피’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바꿔 말하기’는 근

접한 표현, 신조어, 우회적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이’는 직역과 언어

전환과 같은 언어 전이와 도움 요청과 흉내내기 등이 있다. ‘회피’ 전략에

서 아예 주제 회피하는 것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포기하는 전략이

있다. 이 세 가지 전략 유형 범주 중에 ‘바꿔 말하기’와 ‘전이’는 원래 화자

가 의도한 바를 그대로 표현하려는 적극적인 의사소통 전략이라면, ‘회피’

는 원래 의도를 포기하여 표현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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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3> Tarone(1980: 429)의 의사소통 전략 유형

의사소통 전략 내용

바꿔 말하기(paraphrase)

-근접한 표현(approximation)

-신조어(word coinage)

-우회적 표현(circumlocution)

-정확한 목표어 표현을 모를 때 비슷한 어휘

나 구조를 사용하는 전략

-정확한 목표어 표현을 모를 때 새로운 단어

나 구조를 구성하여 원래 의도를 표현하는

전략

-적절한 목표어 구조를 대신 대상이나 행동

의 특징이나 구성 요소를 서술하여 표현하

는 전략

전이 (transfer)

-직역(literal translation)

-언어 전환(language switch)

-도움 요청

(appeal for assistance)

-흉내내기(mime)

-단어를 모국어에서 목표어로 직접적으로 번

역하여 사용하는 전략

-단어를 목표어로 번역하지 않고 모국어로

그대로 사용하는 전략

-정확한 용어나 구조를 알리는 것을 요청하

는 전략

-의미 구조를 대신 비언어적 전략을 사용하

여 표현하는 전략

회피 (avoidance)

-주제 회피(topic avoidance)

-메시지 포기

(message abandonment)

-학습자가 어휘나 의미 구조를 모르는 개념

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전략

-의미 구조의 결함으로 인해 학습자가 발화

를 완성하지 못하여 발화를 포기하는 전략

타론이 제시한 의사소통 전략은 모두 발화자에 의한 언어적인 문제에 초

점을 맞추었다. 즉 제2 언어 학습자로서 목표어로 의사소통을 수행할 때

자신의 목표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만 언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발화자 자신

의 언어적 능력에만 초점을 두면 의사소통의 본질을 드러나지 않는다고 본

다. 또한 이 분류에서 의사소통 전략을 9가지로 나눴다는 것은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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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

하였다.

② Færch & Kasper(1984)

페어치와 카스퍼(Færch & Kasper, 1983: 38-53)에서 의사소통 전략은

형식 축소 전략, 기능 축소 전략과 성취 전략으로 나누어 각 범주에 더 구

체적인 하위 전략을 제시하였으나 페어치와 카스퍼(1984: 48-51)에서는 이

의사소통 전략 유형 분류 체계를 수정하여 다음 <표 II-14>과 같이 제시

하였다. 이 연구는 전략 유형을 소극적인 축소 전략과 적극적인 성취 전략

두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축소 전략은 형식적 축소와 기능적 축소로 나눌

수 있으며, 성취 전략은 대화 상대자의 협조 유무로 비협력적 전략과 협력

적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이나 의사소통 목표를 축소하는 축소 전략과 달리 성취 전략은 발화

자가 원래의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사소통 자원을 확장함으로

써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려는 전략을 지칭한다(Færch &

Kasper, 1983: 52).

페어치와 카스퍼의 의사소통 전략 분류는 타론의 의사소통 전략 체계보

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으나 여전히 자기 발화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 이 가운데 ‘형식적 축소 전략’,

‘기능적 축소 전략’과 ‘비협력적 성취 전략’은 모두 화자의 발화에 의한 의

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협력적 성

취 전략’에서 대화 상대자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직접적 요

청’과 ‘간접적 요청’으로 나누었지만 실제로 ‘요청 전략’은 여러 형태로 나

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자세한 언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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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4> Færch & Kasper(1984: 48-51)의 의사소통 전략 유형

의사소통 전략 내용

축소 전략

Reduction

strategies

형식적 축소

전략

Formal

reduction

strategies

발화자가 자신이 목표어의 형식적인 규칙에 대한

부족함을 인식하여 유창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

은 발화를 회피하기 위해서 ‘축소’를 한다.

하위

분류

음운적(phonological)

형태적(morphological)

통사적(syntactic)

어휘적(lexical)

기능적 축소

전략

Fuctional

reduction

strategies

발화자가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목표

를 축소한다.

하위

분류

행위적 축소(actioanl reduction)

형태적 축소(modal reduction)
진술적 내용의 축소

(reduction of propositional content):

화제 회피(topic avoidance)

메시지 포기(message abandonment)

의미 대치(meaning replacement)

성취 전략

Achievement

strategies

비협력적 전략

Noncooperative

strategies

발화자가 다른 대안을 만듦으로써 다른 원래의

의사소통 목적을 표현한다.
다른 L1/L3 코드 사용:

코드 전환(code switching)

외국어화(foreignizing)

직역(translating)

중간언어 사용:

대체(substitution)

일반화(generalizion)

설명과 예시(description and exemplification)

신조어(word coinage)

재구성(reconstructuring)

비언어적인 방벙:

몸짓(mime)

제스처(gesture)

소리 모방 (sound imitation)
협력적 전략

Coorperative

strategies

대화 상대자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직접적 요청

간접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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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Dörnyei & Scott(1997)

앞서 언급했듯이 도르나이와 스코트(Dörnyei & Scott, 1997)는 의사소통

문제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의사소통 전략 유형을

제시하였다. 우선 문제 처리의 방식에 따라 의사소통 전략은 직접적 전략,

간접적 전략과 상호적 전략의 3가지로 나뉜다(Dörnyei & Scott, 1997:

198). 김은혜(2011)에서는 이 3가지 분류를 상호작용의 유무와 연계하여 두

개의 큰 범주로 나누었으며 의사소통 문제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논의하였다.

도르나이와 스코트에 의하면 의사소통 전략 분류는 우선 대화 참여자들

이 직면하는 의사소통 문제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도르나이와 스코트

는 의사소통 문제를 ‘언어 자원의 결함’, ‘시간의 압박’, ‘자기 발화 문제’와

‘대화 상대자 발화 상의 문제’로 나누었다. 의사소통 전략을 나열한 다음에

전략 특성에 따라 ‘직접적 전략’, ‘간접적 전략’과 ‘상호적 전략’으로 나누었

다. 이러한 분류 원리는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 목표어에 관한 언어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화자 자신의 발화 문제뿐만 아니라 대화 상대자 발화 상의

문제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즉 의사소통의 본질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문

제를 분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의사소통 전략 목록을 제

시하였다.

또한 상호적 관점에서 볼 때 대화에서 다른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이 강조

된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참여자들과 협력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

용하는 상호적 전략에 대해서도 이전의 이론 체계보다 더 상세화하고 구체

적인 전략과 예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도르나이와 스코트(1997)에서 제시한 의사소통 전략 체계는 다음 <표

II-1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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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5> Dörnyei & Scott(1997: 188-194, 197)의 의사소통 전략 유형

의사소통 전략 내 용

직

접

적

전

략

언어

자원

결함

메시지 포기

(message abandonment)

언어가 어려워서 메시지를 미완결 상태로 남겨두는 전략

(예: 말하다기 갑자기 말을 안하고 끝내버림)
메시지 축소/주제 회피

(message reduction/

topic avoidance)

언어 자원의 부족으로 의도한 요소를 빠뜨림으로써 메시지

를 축소시키는 전략 (예: 장소와 위치를 설명하지 못해 ‘거

기’로 대체)
메시지 대치

(message replacement)

표현할 능력 부족으로 원래 메시지를 새로운 것으로 대치

하는 전략 (예: ‘꽂개’를 몰라서 ‘전깃줄 끝부분’으로 대치)
우회적 표현

(circumlocution)

목표한 물건이나 행동을 예를 들거나 설명하는 전략

(예: ‘녹다’는 물이 된다고 함)

근접한 표현

(approximation)

목표 단어 및 구조의 의미를 공유하는 상위 관련 용어로

대체 어휘를 사용하는 전력 (예: ‘그릇’이라는 단어 대신

‘접시’를 사용함)
보편적 목적의

단어 사용 (use of

all-purpose words)

특정 단어가 부족한 문맥에 일반적인 의미의 단어를 확장

해서 사용하는 전략 (예: ‘일’, ‘하다’, ‘것’ 등 보편적인 단어

사용)
신조어

(word-coinage)

목표어 법칙을 적용해서 목표어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창조하는 전략

재구성하기

(restructuring)

언어적 문제로 인해 발화를 완성하지 못한 채로 다른 발화

로 원래 의도를 표현하는 전략 (예: 이 것을 바탕으로... 그

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직역/문자적 번역

(literal translation)

모국어나 제3 언어에 있는 어휘, 복합어, 구조 등을 그대로

번역하는 전략 (예: 영어 ‘strategy’를 ‘전략’으로 직역함)

외국어화

(foreignizing)

모국어나 제3 언어 단어를 사용하여 이를 목표어 음성, 형

태소에 적용시키는 전략 (예: 전략을 한국어 외래어 발음

‘스트래터지’로 함)
코드스위칭/언어 전환

(code switching/

language switch)

목표어를 말할 때 모국어나 제3 언어를 그 발음 그대로 말

하는 전략 (예: 전략을 영어 ‘strategy’ 발음 그대로 말함)

유사음을 가진 단어 사용

(use of similar sounding

words)

확신할 수 없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 비슷하게 소리나는

목적물을 사용 (예: ‘소유권’을 ‘소요권’으로 발음함)

우물거리기

(mumbling)

확신할 수 없는 단어의 부분이나 전체를 우물거리는 전략

(예: 교수님 내후년에 그거... 안...년이시라고요? ->안식년)

생략

(omission)

단어를 잘 모를 때 마치 말하는 것처럼 그 부분은 남겨 둔

채 뛰어넘는 전략 (예: 밖에 나가서 햇빛을 ... 따뜻해지잖

아요. ->쬐다)

복구

(retrieval)

올바른 형태에 도달하기 전에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형태,

구조를 계속 말하면서 어휘를 수정하는 시도 (예: 바람이

불다... 부르다... 분다)

마임/비언어적,

준언어적 전략

(mime/nonlinguistic or

paralinguistic strategies)

몸으로 전체적인 개념을 묘사하면서 보여주면서 구두 전략

도 동반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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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전략 내 용

직

접

적

전

략

자기

발화

문제

스스로 풀어

말하기

(self-rephrasing)

어떤 말을 더하거나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서 하

나의 용어를 반복하는 전략 (예: 그 재료... 그러니까

뭘로 만드는 건지...)

자기 수정

(self-repair)

말하면서 자기의 발화를 스스로 수정하는 전략 (예:

난 그게 좋아해요... 좋아요.)

상대자

발화

문제

타인 수정

(other-repair)

대화 상대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수정하는

전략 (예: 가: 그걸 남으면... 나: 그걸 남기면.)

간

접

적

전

략

시간의

압박

필러 사용

(use of fillers)

의사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벌고자 언어적

장치를 사용하는 전략 (예: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

하면... )

자기 반복

(self-repetitions)

자기가 말한 단어나 구를 즉각적으로 사용하며 반

복하는 전략

타인 반복

(other-repetitions)

시간을 벌기 위해 상대방이 말한 것을 반복하는 전

략

발음 길게 끌다

(lagging)
시간을 벌기 위해 발음을 길게 끄는 전략

자기

발화

문제

언어전략 표시

(verbal strategy

markers)

전략 전후에 언어 표시구를 사용하여 자신이 말하

는 단어나 문장 구조가 정확하게 원래 의도하는 바

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전략

(예: a. 우회적 표현: 그거 한국말로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새가... 정각에 시계

안에서 튀어나와요.

b. 근접한 표현: 그건... 일종의 종이 같은 거...

c. 외국어화: 그거... accent(영어발음으로)... 한국말

에 그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네요.

d. 문자적 직역: 우리 그걸 진주 밀크티라고 해요.

물로 진짜 진주로 만드는 거 아니지만...

e. 코드스위칭: 새가 시계 안에서 튀어나와서 ‘칵국’

이라든지 해요. )

상대자

발화

문제

이해한 척 하기

(feigning

understanding)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 시도하

는 전략 (예: 가: 스키마에 대해서 생각 있어요? 나:

아니요. -> 모르지만 이해한 척하며 대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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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전략 내 용

상

호

적

전

략

언어

자원의

결함

직접적 도움 요청

(direct appeals for

help)

자신의 목표어에 대해 부족한 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

어 대화 상대자에게 물어보는 전략 (갈아탈 수 있는 곳,

그거 뭐라고 해요?)
간접적 도움 요청

(indirect appeal for

help)

목표어 단어를 모를 때, 구두 또는 비구도적인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략 (예: 갈아탈 수 있는

곳, 그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발화

문제

이해 확인

(comprehension

check)

대화 상대자가 자신의 발화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

려는 전략 (예: 전략 말이에요. 전략 알아요? / 내 말을

이해해요?)
스스로 정확성

확인하기

(own-accuracy

check)

질문하는 억양으로 단어를 반복하거나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말한 것이 옳은지 확인하는 전략 (예: 그

래서 외국어를 공부할 때 전략? 전략을 사용하죠.)

상대자

발화 문제

반복 요청

(asking for repetition)

어떤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듣지 못했을 때 반복

을 요구하는 전략 (예: 네? 다시 말해줄 수 있어요?)
명백히 할 것을 요청

(asking for

clarification)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으로써 명백

히 이해하고자 하는 전략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확인 요청

(asking for

confirmation)

어떤 것에 대해 올바로 들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요

구하는 전략 (예: 의사소통 문제를 먼저 알아봐야 된다

는 말이죠?)

추측하기

(guessing)

확인 요청과 유사하지만 중요 단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대화 상대자의 발화를 추측하는 전략 (예: 채점표

라면 판단 기준이라는 건가요? )

이해하지 못함을

표시하기

(expressing

nonunderstanding)

구두로 혹은 비구두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표

시하는 전략

해석적 요약

(interpretive

summary)

자신이 올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

상대자의 메시지를 확장하여 바꿔 말하는 전략 (그러니

까 이 조사는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이죠?)

반응

(respo

nses)

반복

(repeat)

대화 중에 대화 상대자가 제안한 말에 반응하며 그 말

을 반복하는 전략 (타인 수정 발화에 이어서)

수정

(repair)

대화 상대자의 반응을 보고 발화를 수정하는 전략 (예:

가: 밖에 바람이 많이 불러요. 나: 불러요?? 가: 불어요.)
바꿔 말하기

(rephrase)
대화 상대자가 모르는 말을 다시 풀어 설명하는 전략

확장

(expand)

문제의 화제나 단어를 더 큰 문맥에 넣는 전략 (예: 가:

겨울에는 니트 많이 입잖아요. 나: 니트요? 가: 네, 옷의

한 종류예요.)
확인

(confirm)

대화 상대자가 말했거나 제안한 것을 확인하는 전략

(예: 가: 조사해야 하네요? 나: 네.)
거절

(reject)

대안을 제안하지 않은 채 대화 상대자가 제안한 것을

거절하는 전략 (예: 가: 조사라는 건가요? 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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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전략 유형

소집단 세미나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 전략은 발화자가 부딪치는 의사소

통 문제 유형에 따라 두 가지 하위분류로 나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사소통 문제는 크게 언어적 문제와 인지적 문제로 나눌 수 있으며 의사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의사소통 전략은 도르나이와 스코

트가 제시한 바와 같다. 기존의 타론(1980)과 페어치와 카스퍼(1984)의 의

사소통 전략 분류와 달리 도르나이와 스코트(1997)는 화자 자신의 언어적

능력으로 인한 의사소통과 대화 상대자 발화에 의한 의사소통 문제를 둘

다 고려하고, 보다 세부적인 분류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의사소통 전략

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여전히 대화 참여자들의 언어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

략 위주로 제시하였다.

소집단 세미나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부딪치는 의사소통 문제는 문제 성

격에 따라 언어적 문제와 인지적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소집단 세미나에서

인지적인 활동이 다른 담화 유형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므로 사고에 관

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기존 논의의 전략 체계를 참고하되, 세미나에서 발생한 인지적 의사

소통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소통 전략 유형을 <표 II-16>와 같이 제

시하고자 한다.

소집단 세미나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의 상당수는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이며 다시 ‘자가 발화에 의한 문제’와 ‘대화 상대자 발화에 의한 문제’

로 나눌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 전략을 분류할 때 문제 유형에 따라 정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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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6>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전략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

의사소통 전략 내 용

자기

발화에

의한 문제

자기 수정 말하면서 자기의 발화를 스스로 수정하는 전략

스스로 풀어

말하기

개념이나 내용을 설명할 때 어떤 말을 더하거나 다른 말로 바꾸어 말

하면서 하나의 용어를 반복하는 전략

언어전략 표시

전략 전후에 언어 표시구를 사용하여 자신이 말하는 단어나 문장 구

조가 정확하게 원래 의도하는 바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전략

직접적 도움

요청

개념이나 내용을 잘 모름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대화 상대자에게 물

어보는 전략

간접적 도움

요청

개념이나 내용을 모를 때, 구두 또는 비구도적인 방법으로 간접적으

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략

이해 확인 대화 상대자가 자신의 발화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전략

스스로 정확성

확인하기

질문하는 억양으로 단어를 반복하거나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서 스스

로 말한 것이 옳은지 확인하는 전략

대화

상대자

발화에

의한 문제

타인 수정 대화 상대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수정하는 전략

이해한 척

하기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전략

반복 요청 어떤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반복을 요구하는 전략

명백히 할

것을 요청

자신이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으로써 명백히 이해하고

자 하는 전략

확인 요청 어떤 내용에 대해 올바로 들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전략

추측하기
확인 요청과 유사하지만 발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화 상

대자의 발화를 추측하는 전략

제안하기 대화 상대자 발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전략

이해하지 못함

표시하기
구두로 혹은 비구두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전략

해석적 요약
자신이 올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 상대자의 메시

지를 확장하여 바꿔 말하는 전략

반응-반복
대화 중에 대화 상대자가 제안한 말에 반응하며 그 말을 반복하는 전

략 (타인 수정 발화에 이어서)

반응-수정 대화 상대자의 반응을 보고 발화를 수정하는 전략

반응-바꿔

말하기
대화 상대자가 모르는 말을 다시 풀어 설명하는 전략

반응-확장 대화 상대자가 이해 못하는 부분을 더 큰 맥락에 넣어 설명하는 전략

반응-확인 대화 상대자가 말했거나 제안한 것을 확인하는 전략

반응-거절 대안을 제안하지 않은 채 대화 상대자가 제안한 것을 거절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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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소집단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전략 양상 

분석

3 장에서 세미나에서 나타난 의사소통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실제 세미나에서 일어난 의사소통을 관찰하여 분석

하였다. 또한 세미나에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학습자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1. 연구 설계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소집단 세미나에서 사용하

는 의사소통 전략을 밝히고자 한다. 즉 한국어 학습자들이 소집단 세미나

에서 의사소통 문제를 부딪칠 때 선택하고 수행하는 의사소통 전략 양상이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대상이다. 또한 소집단 세미나에서 학습자들이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소집단 세미나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그

원인을 밝히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소집단에서 세

미나에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께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세미나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 수집은 2단계로

나뉜다. 1차 자료 수집은 세미나에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

펴보기 위한 것이다. 1차 자료 수집에서 한국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

을 대상으로 세미나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주제는 주

로 세미나 참여에 관해 세미나에서 느낀 어려움과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내용이다. 연구자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도중에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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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응답을 고려하여 더 많은 연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시로 관련 질

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설계하고 사용

하여 진행하였다.

2차 자료 수집은 실제 세미나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과 한국어 학습자들

의 의사소통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S대학교 한국어 교육 전공 대학원생들

이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세미나에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여 관찰하였다.

활발한 세미나 진행을 고려하여 같은 세부 전공자들이 구성된 세미나를 우

선적으로 선택하였다. 각 세부 전공 팀에서 기존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세미나가 있으므로 세부 전공 팀에 연구자가 세미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섭외를 시도하였다.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세미나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자

료 수집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 및 대화 녹음 동의서를 배부하여

회수함으로써 연구 참여 및 녹음 동의를 구하였다.

자료 분석 단계에서 세미나에서 의사소통 문제와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세미나의 대화 내용을 전사하였다. 전사 방법에 있어 본 연구에서 발화 순

서 교체나 발화 동시성을 보는 것이 아니며 한 번에 한 명의 발화자의 발

화에서 나타난 문제와 의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악보식 전사법을 선호하

지 않고 텍스트 전사법을 선택하여 전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사

를 위해 사용하는 전사 기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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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 전사 기호 체계

전사한 자료를 다시 태깅 작업을 진행하여 세미나에서 사용되는 의사소

통 전략을 파악하고 각 의사소통 전략의 사용 빈도를 통계 처리하였다. 분

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미나에서 발생한 의사소통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 양상을 살펴보았다. 인터뷰

분석 자료와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을 토대로 의사소통 전

략 사용을 중심으로 세미나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3) 연구 절차

[그림 III-1] 연구 절차

기호 의미

(123)F1
괄호 안의 숫자는 발화 순저를 의미하고 뒤에 대화 참여자를

대표하는 기호를 붙인다.

:::
길게 끄는 발음을 의미한다.

(‘:’는 길게, ‘::’는 더 길게, ‘:::’는 아주 길게)
. 문장 끝의 하강 억양을 나타낸다.
? 문장 끝의 질문의 상승 억양을 나타낸다.
! 문장 끝의 감탄조를 나타낸다.
↗ 질문 아닌 상승 억양을 나타낸다.
, 짧은 휴지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1초) ( ) 안의 숫자만큼 휴지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 발음이 부정확하여 알아듣기 힘든 부분을 의미한다.
… 망설이거나 머뭇거림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동작) ( ) 안의 동작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 )) (( )) 안의 내용은 전사자의 상황 설명을 의미한다.

발화(진하게)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거나 큰 목소리고 말한 발화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영향

요인 분석

외국인 대학원생

인터뷰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 분석

대학원 세미나

대화 분석

한국어교육에서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의 교육적

의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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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집단 세미나에서 나타난 의사소통 전략

소집단 세미나에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자가 실제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세미나에 참

여하고 세미나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상황을 관찰하였다. 연구자가 참여

한 세미나 구성은 참여자 4-10명으로 구성된 소집단 세미나이다. 세미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전사한 다음에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태깅 작업을

진행하였다. 녹음 내용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녹음기 두 대를 준비하여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동시에 녹음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 현장에서 연

구자가 수시로 현장 관찰일지를 작성함으로써 녹음 자료를 전사하는 데 부

족함을 보완하였다. 전사한 내용의 태깅 작업을 끝내고 의사소통 전략 사

용 빈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소집단 세미나 대화 자료는 다음 <표 III-2>와 같이

제시한다.

<표 III-2> 세미나 자료 수집 개황

자료 수집

일시

자료

구분
대화 구성원

대화

참여자 수
발제자 길이

20180123

A-1
F1, K2, F3, K4, K5, F6,

F7, F8 F9
9 F8 21"06

A-2
F1, K2, F3, K4, K5, F6,

F7, F8 F9
9 K2 33"25

A-3
F1, K2, F3, K4, K5, F6,

F7, F8 F9
9 K4 1'23"36

20180125 B-1 F1, K2, F3, F4 4 F1 1'16"39

20180130
C-1

F1, K2, F3, K4, K5, K6,

F7, F8, F9, F10
10 F3 49"27

C-2
F1, K2, F3, K4, K5, K6,

F7, F8, F9, F10
10 F8 28"50



- 73 -

세미나 A는 한국어 교육 전공자인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것이며 세미나

에서 공부하는 과제는 <제2 언어 교실 연구방법론>이다. 세미나 진행 방

식은 참여자들이 각자 맡은 책의 부분을 정독하여 요약한 내용을 세미나에

서 발제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세미나 A 참여자

정보는 다음 <표 III-3>과 같으며 세미나 구성은 한국인 석사 3명, 외국인

박사 3명, 외국인 석사 3명으로 구성된다. 세미나 A는 외국인 박사인 F1이

주도하여 진행하였다. 세미나 A에서 수집한 녹음 자료 길이는 2시간 18분

이며 발제자가 각자 맡은 발제 부분에 따라 녹음 자료를 3개로 나누었다.

<표 III-3> 세미나 A 참여자 정보

*연구자가 세미나 구성원으로서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세미나 B도 한국어교육 전공으로서의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것이며 이

세미나에서 다루는 과제는 <베트남인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라는 박사학

위논문이다. 세미나 진행 방식은 발제자 학습자 F1이 맡은 부분을 요약하

여 발표한 다음에 다른 참여자들과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였

다. 세미나 B의 구성은 다음 <표 III-4>와 같다. 참여자들이 모두 다 석사

과정이며 한국인 한 명과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인 외국인 세 명으로 구성되

었다. 세미나 B에서 수집한 녹음 자료 길이는 1시간 16분이다.

세미나

참여자

현재 과정/

세부전공
국적/모국어

성

별

연

령

한국

체류기간

한국어

수준
F1 박사 10학기/문법 터키/터키어 남 34 6년 8개월 6급
K2 석사/문법 한국/한국어 여 27
F3 박사 12학기/문법 베트남/베트남어 여 31 8년 6급
K4 석사 1학시/화법 한국/한국어 여 41
K5 석사/ 문법 한국/한국어 여 24
F6 박사 2학기/문법 미얀마/미얀마어 여 46 3년 5급
F7 석사 3학기/문법 중국/중국어 여 23 1년 6개월 6급
F8 석사 3학기/문법 중국/중국어 여 23 1년 5개월 6급
F9* 석사 7학기/화법 대만/중국어 여 28 4년 5개월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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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4> 세미나 B 참여자 정보

*연구자가 세미나 구성원으로서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세미나 C는 세미나 A를 이어 <제2 언어 교실 연구방법론>을 과제로 하

였다. 세미나 A와 마찬가지로 진행 방식은 참여자들이 각자 맡은 책의 부

분을 정독하여 요약한 내용을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의 시

간을 갖도록 하였다. 세미나 C 참여자 정보는 다음 <표 III-5>와 같으며

세미나 구성은 한국인 석사 4 명, 외국인 박사 3 명, 외국인 석사 3 명으로

구성된다. 세미나 C는 외국인 박사인 F1이 주도하여 진행하였다. 세미나 C

에서 수집한 녹음 자료 길이는 1시간 18분이며 발제자 각자 맡은 발제 부

분에 따라 녹음 자료를 2 개로 나누었다.

<표 III-5> 세미나 C 참여자 정보

*연구자가 세미나 구성원으로서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세미나

참여자

현재 과정/

세부전공
국적/모국어

성

별

연

령

한국

체류기간

한국어

수준
F1 석사 2학기/화법 이란/페르시아어 남 36 4년 이상 6급
K2 석사 2학기/화법 한국/한국어 여 41
F3 석사 2학기/화법 인도/힌디어 여 22 5개월 6급
F4* 석사 7학시/화법 대만/중국어 여 28 4년 5개월 6급

세미나

참여자

현재 과정/

세부전공
국적/모국어

성

별

연

령

한국

체류기간

한국어

수준
F1 박사 10학기/문법 터키/터키어 남 34 6년 8개월 6급
K2 석사/문법 한국/한국어 여 27
F3 박사 12학기/문법 베트남/베트남어 여 31 8년 6급
K4 석사 1학시/화법 한국/한국어 여 41
K5 석사/문법 한국/한국어 여 24
K6 석사/한국어교육 한국/한국어 여 25
F7 박사 2학기/문법 미얀마/미얀마어 여 46 3년 5급
F8 석사 3학기/문법 중국/중국어 여 23 1년 6개월 6급
F9 석사 3학기/문법 중국/중국어 여 23 1년 5개월 6급
F10* 석사 7학기/화법 대만/중국어 여 28 4년 5개월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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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 세미나 대화 자료 분석 과정

위 자료 분석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수집한 자료 가운데 사례 선정 과

정을 거쳐 전략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보다 성공적인 세미나에서 사용

되는 의사소통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의사소통 효과성과 의사소통 전략 사

용 다양성을 기준으로 분석 사례를 선정하였다.

의사소통 효과성은 소집단 세미나에서 의사소통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루어지는가에 관한 것이다. 소집단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효과성의 판단

은 소집단 세미나의 본질, 즉 목적과 관련되므로 의사소통 효과성을 측정

하는 데 대화 참여자들의 공동 지식 구성에 중점을 두었다. 구나와데나

(Gunawardena, 1997)에서는 지식 구성 단계에 따른 온라인 토론 분석 모

형을 제안하였는데, 리우 후이(Liu Hiu, 2018)에서 이 모형을 의사소통 효

과성을 측정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세미나에서 이루어지는 의

사소통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 분석 도구를 차용하였다. 구나와데나

는 토론의 목적은 지식 구성에 있다고 주장하여 온라인 토론의 모형을 지

식 구성의 단계로 나누어 제안하였고 차정호·노태희(2005: 18)에서는 이 모

형을 보완하였다. 소집단 세미나의 목적은 공동 지식의 구성이므로 차정

호·노태희(2005)에서 보완한 모형을 본 연구의 사례 선정에 적합하다고 판

단하고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소집단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효과성은 의사소통 내용이 해당하는 단계

에 따라 측정하도록 한다. 측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녹음 자료 전사본 태깅
양상 분석

사례 선정

전략 사용

양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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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6> 의사소통 효과성 측정 기준

단계 내용

단계 1

정보의 공유
1A 학습 과제에 대한 진술이나 요약
1B 관찰/의견 진술
1C 동의 표현
1D 확인할 수 있는 예시, 경험, 참고문헌 등 제공
1E 진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
1F 여러 사람의 의견 요약

단계 2

불일치의 발견 및 탐색
2A 동의하지 않는 부분 확인하고 진술하기
2B 동의하지 않는 원인과 정도를 분명히 하는 질문과 답변

2C
자기의 입장 재진술이나 변명/경험, 실험 결과, 비유 등을 이용한

반론 제기
2D 상대방의 의견 평가, 가치 판단(좋다, 나쁘다 등)

단계 3

의미 절충 및 지식의 공동 구성
3A 용어의 의미에 대한 절충/명료화
3B 각 논의별 상대적인 중요도 절충
3C 대립되는 개념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부분 확인하기
3D 타협이 포함된 새로운 진술 제안과 절충/공동 구성
3E 통합적 혹은 다른 의견을 포함하는 다른 예, 경험, 참고 자료 제시

단계 4

새로운 종합 의견의 평가와 수정
4A 참가자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기존 지식에 대한 테스트
4B 기조의 인지적 스키마에 대한 테스트
4C 개인적 경험, 공식적인 데이터, 문헌에 제시된 논지에 대한 테스트

단계 5

새롭게 구성된 지식에의 동의 및 응용
5A 참가자들의 의견 중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한 요약 정리
5B 새로운 지식의 응용

5C
세미나의 결과로써 자신의 지식이나 사고 방법이 변한 정도를 나

타내는 메타인지적 진술

의사소통 전략 사용 다양성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얼마나 다양하게 전략을 사용하는가에 관한 질문이다. 본 연구

에서 하나의 자료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 전략 종류의 수를 의사소통 전략

사용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1) 소집단 세미나에서 발생한 의사소통 문제

소집단 세미나에서 발생한 의사소통 문제는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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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의사소통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

① 언어 자원의 결함

‘언어 자원의 결함’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는 목표어에 대한 화자 자신

의 언어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언어

자원의 결함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는 모두 한국어 학습자에 의해 발생하

였다.

(226)F1: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학술적 글 앞에 원인을 놓고 그 다음에 결론 내

야 되니까 왜냐하면 때문이다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자료 A-3]

[자료 A-3]에서는 F1 학습자가 학술적 글에서 어떤 주장이나 현상에 대

해 설명할 때 우선 원인이나 이유를 밝힌 다음에 결론을 내야 된다고 말하

고 싶지만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해 근접한 표현인 동사를 선택하여

문장을 완성하였다. 이것은 목표언어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지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의사소통 문제이다.

② 자기 발화 문제

‘자기 발화 문제’는 화자 자신의 발화가 언어적으로 틀렸거나 부분적으로

맞았음을 인식할 때 발생한 의사소통 문제를 지칭한다. 이때 의사소통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으나 화자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전략을 사용한다. 따라서 ‘자기 발화 문제’가 발생한 뒤에 ‘수정하기’나

‘바꿔 말하기’ 등 전략이 수반된다.

(253)F1: 저는 왜 그러냐 설명하면은 Brown의 (???) 항상 얘기 Brown은 언어

는 일관의 습관이라고 일련의 습관이라고 그래서 습관화 될 수밖에 

없어요.

[자료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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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3]에서 F1 학습자가 처음에는 ‘언어는 일관의 습관’이라고 말하

다가 자신의 발화가 언어적으로 틀렸다고 인식한 다음에 바로 ‘일련의 습

관’이라고 하며 자신의 발화를 수정하였다.

(178)K4: 닦을 수가 한자가 닦을 수자

(179)F8: 아. 네.

(180)K4: 닦을 수. 이해가 그렇게 탁 되시나요? 한자로?

[자료 A-3]

[자료 A-3]에서도 마찬가지로 K4 한국인 모어 화자가 자신의 발화에 문

제가 있다고 인식하여 다른 대화 참여자에게 자신의 발화를 이해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려고 질문하였다.

③ 상대방 발화 문제

‘상대방 발화 문제’는 대화 상대자의 발화가 언어적으로 틀렸거나 발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을 때 발생한 의사소통 문제의 한 유형이다. 또한 대

화 상대자의 발화를 예사치 못했거나 정보가 부족할 때 발생한 의사소통

문제도 ‘상대방 발화 문제’ 유형에 속한다.

(048)F3: 그럼 맷 게 녹음했나요? 

(049)F9: 네?

(050)F3: 몇 게 몇 게 녹음했어요?

(051)F9: 저는 세미나 참여는 이게 하나예요. 하나만.

[자료 A-2]

[자료 A-2]에서 본 바와 같이 F3 학습자가 질문을 하였으나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인해 F9 학습자가 발화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겼다.

따라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3 학습자에게 질문하는 억양으로

F3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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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F8: 저는 간단한 거에 관한 문제예요. 4페이지에 그 중간의 그림이 위에 

그 수사밥, 수사법이 뭘까요?

(164)K4: 수사법 아 말을 하는 방식↗

(165)K2: 수사법 좀 말 꾸미는 거. 꾸미는 수사. 수식어. 수사어. 글을 꾸민다.

(166)F7: 修辭，修辭法 就是那種.

(167)K4: 뭐 논문에서 뭐뭐 하고자 이런 말투. 이런 말 표현 방법↗

(168)F8: 그럼 수사는 어떤 그 한자 한자인지 알세요?

(169)K2: 꾸미다. 꾸밀 때의 수.

(170)K4: 수식어 할 때 그 수자. 

(171)F7: 修 修辭.

(172)K2: 글 사자 아니에요?  

[자료 A-3]

   

위에 제시한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F8 학습자가 ‘수사법’에 대해 정확

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다른 대화 참여자들이(K2, K4, F7) 수사법

의 ‘수’자에 대해 설명해주었으나 K2 한국인 모어 화자가 다른 대화자가

설명해주지 않은 ‘글’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K2가 ‘글(詞) 사

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틀린 정보를 제공하였다.

④ 시간의 압박

‘시간의 압박’은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자신의 발화를 수행하고

계획할 기간을 필요로 할 때 지칭하는 의사소통 문제 하나의 유형이다. 즉

발화를 수행하는 동안 더 정확하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발화 준

비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사소통 문제이다.

(121)F1: 제 생각은 여기서 이게 한국어는 합성어 많이 쓰고 한자어의 가장 기

본적인 특징은, 합성어예요. 사실. 뭐, 뭐랄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

지 않고 뭐.

[자료 A-3]

[자료 A-3]에서 볼 수 있듯이 F1 학습자가 한국어 특징 중 하나인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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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대해 더 깊은 설명을 하기 위해 예시를 제시하려고 했으나 발화 준비

가 완전히 되지 않았을 때 시간의 공백이 생겼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랄까’라는 표현으로 필러를 사용해서 시간의 공백

을 채워주었다.

(2)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는 사고와 관련된 문제이며 여기서 ‘자기 발화에

의한 문제’와 ‘대화 상대자에 의한 문제’로 나눌 수 있다.

① 자기 발화에 의한 문제

‘자기 발화에 의한 문제’는 자신의 발화 내용에 나타난 개념 분석이나 해

석이 틀렸거나 부분적으로 맞았음을 인식할 때, 혹은 자신의 발화 내용을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하지 못했음을 인식할 때 지칭하는 인

지적 의사소통 문제이다. 그 결과로 개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없거나

틀린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

(163)F8: 저는 간단한 거에 관한 문제예요. 4페이지에 그 중간의 그림이 위에 

그 수사밥, 수사법이 뭘까요?

(164)K4: 수사법 아 말을 하는 방식↗

[자료 A-3]

위 [자료 A-3]에서 F8 학습자가 수사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도 이

해가 잘 안 되므로 다시 발제자 K4에게 질문하였다. 이때 K4가 자신의 발

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수사법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제시하면

서 상승 억양으로 스스로에게 발화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② 대화 상대자 발화에 의한 문제

‘대화 상대자 발화에 의한 문제’는 대화 상대자의 발화 내용에 나타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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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분석이나 해석이 틀렸거나 발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을 때 , 혹은

자신의 발화 내용을 일관성 있게,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하지 못하므로 대

화 상대자의 발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지칭하는 인지적 의사소

통 문제이다.

(005)K5: 발제문 일쪽에 포괄적 부호 체계의 구체적 예시로 CULT가 나왔잖아

요. 그럼 CULT에서 그런 분석 틀이 A::가 있고 주제 활동 구술에 대

한 그런 B가 있는데 의사소통적 특징에서 그럼 이제 연구가자 하나의 

교실 상황을 보면서 A에도 체크할라고 동시에 B에도 체크할라고 그

런 식인가요?   
[자료 A-2]

[자료 A-2]에서 K5가 포괄적 부호 체계의 구체적 예시로 나온 ‘CULT’

에 대한 발제자의 설명을 들었으나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다시 발

제자 K2에게 자신의 생각과 추측을 제시하여 개념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였다.

2) 소집단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세미나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 전략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 전략 목록은 언어적 문제 해결 위한 전략과 인지적 문제

해결 위한 전략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언어적 문제 해결 위한 의사소통

전략은 다시 직접적, 간접적, 상호적 의사소통 전략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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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7>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 해결 위한 전략 사용 목록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 해결 위한 전략-직접적
사용

여부

언어

자원의

결함

메시지 포기 (message abandonment)
메시지 축소/주제 회피

(message reduction/topic avoidance)
메시지 대치 (message replacement)
우회적 표현 (circumlocution)
근접한 표현 (approximation) Y
보편적 목적의 단어 사용 (use of all-purpose words) Y
신조어 (word-coinage) Y
재구성하기 (restructuring) Y
직역/문자적 번역 (literal translation)
외국어화(foreignizing) Y
코드스위칭/언어 전환 (code switching/language switch) Y
유사음을 가진 단어 사용 (use of similar sounding words)
우물거리기 (mumbling)
생략 (omission) Y
복구 (retrieval)
마임/비언어적, 준언어적 전략

(mime/nonlinguistic or paralinguistic strategies)

자기 발화

문제

스스로 풀어 말하기 (self-rephrasing) Y

자기 수정 (self-repair) Y

상대자

발화 문제
타인 수정 (other-repair) Y

계 10/19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 해결 위한 전략-간접적
사용

여부

언어 자원의

결함

필러 사용 (use of fillers) Y

자기 반복 (self-repetitions) Y

타인 반복 (other-repetitions)

발음 길게 끌기 (lagging) Y

자기 발화 문제 언어전략 표시 (verbal strategy markers)

상대자 발화

문제
이해한 척 하기 (feigning understanding)

계 3/6



- 83 -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 해결 위한 전략-상호적
사용

여부
언어 자원

결함

직접적 도움 요청 (direct appeals for help)
간접적 도움 요청 (indirect appeal for help) Y

자기 발화

문제

이해 확인 (comprehension check) Y
스스로 정확성 확인하기 (own-accuracy check)

상대자 발화

문제

반복 요청 (asking for repetition) Y
명백히 할 것을 요청 (asking for clarification)
확인 요청 (asking for confirmation) Y
추측하기 (guessing)
이해하지 못함을 표시하기

(expressing nonunderstanding)
Y

해석적 요약 (interpretive summary) Y

반응

(responses)

반복 (repeat) Y
수정 (repair)
바꿔 말하기 (rephrase) Y
확장 (expand)
확인 (confirm) Y

거절 (reject)

계 9/16

합계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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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8>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사용 목록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 해결 위한 전략
사용

유무

자기 발화에

의한 문제

자기 수정 Y

스스로 풀어 말하기 Y

언어전략 표시
직접적 도움 요청 Y

간접적 도움 요청

이해 확인

스스로 정확성 확인하기 Y

대화 상대자 발화에

의한 문제

타인 수정 Y

이해한 척 하기

반복 요청

명백히 할 것을 요청 Y

확인 요청 Y

추측하기 Y

제안하기 Y

이해하지 못함을 표시하기 Y

해석적 요약 Y

반응

반응-반복

반응-수정 Y

반응-바꿔 말하기 Y

반응-확장 Y

반응-확인 Y

반응-거절 Y

합계 16/22

2절에서 연구 절차를 볼 수 있듯이 소집단 세미나에서 보다 구체적인 의

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도록 한

다. 의사소통 효과성과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성을 기준으로 다음 [그림

III-3]과 같이 대화 자료를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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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 자료 분포

의사소통 전략 사용의 다양성과 의사소통 효과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

례는 다음과 같다.

<표 III-9> 사례 선정

[자료 A-2]는 상대적으로 의사소통 효과성이 높았으나 의사소통 전략

사용 다양성에 있어 다소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 A-3]은 수집한

전체 자료 중에 가장 높은 전략 사용 다양성을 보이며 의사소통 효과성도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자료 C-1]은 의사소통 전략 사용의 다양성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 의사소통 효과성 수준에 이르

자료

구분
대화 구성원

대화

참여자 수
발제자

A-2 F1, K2, F3, K4, K5, F6, F7, F8 F9 9 K2
A-3 F1, K2, F3, K4, K5, F6, F7, F8 F9 9 K4
C-1 F1, K2, F3, K4, K5, K6, F7, F8, F9, F10 10 F3
C-2 F1, K2, F3, K4, K5, K6, F7, F8, F9, F10 10 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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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자료 C-2]는 평균 의사소통 효과성

수준에 이르지 못하며 의사소통 전략 사용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평균치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A-3]에서는 모든 자료에서 사용된 38개의 의사소통 전략 중에 28

개의 의사소통 전략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집한 자료들 중에 가

장 많은 유형의 의사소통 전략이 사용됐으며 다른 사례에 비해 훨씬 많은

유형의 전략이 사용되었다. 또한 의사소통 효과성에 있어서도 전체 자료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료 A-3]이 전체 자료 중에 세미나

에서 가장 이상적인 의사소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사소통 전략 사

용 양상의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자료 A-3]을 중심으로 다른 사례들과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

상을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를 의사소통 문제 유형에 따라 기술하였다.

(1)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사용 양상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자료 A-3]에서는 총 16가지 종류의 의사소통 전

략이 사용되며 가장 다양한 전략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사용 양상은 직접적 전략, 간접적 전

략, 상호적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 직접적 전략

직접적 전략의 사용은 ‘언어 자원의 결함’, ‘자기 발화의 문제’, ‘상대방

발화 문제’ 등 의사소통 문제 유형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 언어 자원의 결함

세미나에서 언어 자원의 결함으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화 참

여자들이 의사소통을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제로 사용하는 직접적 의사소통

전략은 다음과 같다. [자료 A-3]에서 언어 자원의 결함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가지 종류의 직접적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한 것은

가장 많은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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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한 표현

(048)F1: 이게 읽어야 되는 거 있어야 읽을 자료가 있어야 읽기 자료 전략을 이제 

발휘하는 건데 이제 1 2 3급까지는 1 2급까지는 이렇게 초급 글 같은 

거는 읽고 나는데 갑자기 신문 기사를 주서 이거를 연습하라고 그거는 

아직 어가는 애한테 (???) 달리기 하라는 거랑 다른 바 없잖아요. 그 간

격을 채워줄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영어 교육은 뭐 스테이지 별 

이렇게 소설들이 있잖아요. 같은 소설이 그 스테이지 원부터 스테이지 

(???)까지 이렇게 단계 별로 다 있어요. 내용은 같지만 쓰는 어휘나 문

법이나 그런 거 다르고. 

[자료 A-3]

위 [자료 A-3]에서 F1 학습자가 읽기 교수·학습 과정에 대해 자신의 생

각을 서술할 때 읽을 자료가 있어야 읽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

으나 적합한 어휘가 떠오르지 않아서 ‘발휘하다’라는 근접한 어휘를 선택하

여 문장을 완성하였다.

제2 언어 학습자들이 정확한 어휘나 표현을 모를 때 근접한 표현을 대신

사용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의사소통 전략이다. 이때 목표어로 정확한

표현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비슷한 뜻이나 역할을 가지고 있는 표현을 선

택하여 의사소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시도한다.

ⓑ 보편적 목적의 단어 사용

(132)F3: 예를 들어서 이게는 어 제가 말뭉치의 국립국어원의 말뭉치도 이게 

뭐 부호:해야 하는 체계: 규칙을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품사가 있

잖아요. 그러면은 품사마다는 다 태깅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사어가 오류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동사에 오류가 나는지 보

조동사에 오류가 나는지 그래서 보조동사 동사 명사 형용사 뭐 그래

서 관형어 관형사 이런 거는 다, 이게 품사마다는 다 태깅이 만들어

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영어로 영어 약자로 태깅해요.

[자료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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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3]에서 F3 학습자가 태깅의 부호 체계에 대해 보충적으로 설명

할 때 ‘부호를 부여해야 하다’라는 정확한 표현을 못하므로 대신 ‘부호해야

하다’로 표현하였다. 여기서 ‘부여하다’라는 동사 대신 보편적 목적으로 사

용되는 동사인 ‘하다’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화를 완성하였다.

제2 언어 의사소통을 할 때 목표어에 있는 보편적 목적의 단어, 예를 들

어 영어 동사 ‘do’ 같은 경우는 학습자들이 정확한 동사 표현을 모르지만

의사소통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 사용된다.

ⓒ 재구성하기

(252)F3: 근데 그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지 언어의 작용 때문에 

아니면 이게 인지 때문에 문장을 잘 쓰지 못하는 학습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생각이 나서 이게 앞부분 앞

뒤 부분 (???)고 (???) 되게 응집성이 되게 약하기도 하고 설득력이 

많이 떨어져요.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그 의도가 잘 표현

을 못하는 학생이 많아서 그것 단지 언어 작용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인지하는 왜냐하면은 제가 만약에 베트남어로 생각하면은 이게 별로 

어려움 없이 잘 쓸 수 있는 것인데 한국어로 쓰면은 물론 한국어로 

먼저 사고하는 단계 우선 한국어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것을부터는 바로 어려움이 생겨요. 영어도 쓰실 때 그러지 않아요? 

영어를 쓸 때는 또 영어로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응집성이 있는 문장을 매끄럽게는 쓸 수가 없

었잖아요.  

[자료 A-3]

[자료 A-3]에서는 학습자 F3이 베트남 학습자들이 쓰기를 잘 못하는 원

인을 제시할 때 자신의 언어적 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화를 완성하지 못한

채로 다른 발화로 원래 의도를 표현하는 ‘재구성’ 전략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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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스위칭/언어 전환

(163)F8: 저는 간단한 거에 관한 문제예요. 4페이지에 그 중간의 그림이 위에 

그 수사밥, 수사법이 뭘까요?

(164)K4: 수사법 아 말을 하는 방식↗

(165)K2: 수사법 좀 말 꾸미는 거. 꾸미는 수사. 수식어. 수사어. 글을 꾸민다.

(166)F7: 修辭，修辭法 就是那種.

(167)K4: 뭐 논문에서 뭐뭐 하고자 한다 이런 말투. 이런 말 표현 방법↗

(168)F8: 그럼 수사는 어떤 그 한자 한자인지 알세요?

(169)K2: 꾸미다. 꾸밀 때의 수.

(170)K4: 수식어 할 때 그 수자. 

(171)F7: 修 修辭.

(172)K2: 글 사자 아니에요?  

(173)F8: 그 밑에 대구법 대구법은.

(174)K4: 대구법은 서로 이렇게 마주한다 할 때 그 대자있잖아요. 대치한다 할 

때 그 대자.

(175)F7: 對.

[자료 A-3]

[자료 A-3]에서 F8 학습자가 수사법과 대구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질문하였다. 이때 다른 한국인 모어 화자들이 수사법에 대한 사전

적 의미로 설명하고자 시도하였으나 F8 학습자가 아직 이해하지 못함을

인식하여 같은 중국인인 F7 학습자가 모어인 중국어로 설명해 주었다. F7

학습자가 F8 학습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모어로 전환함으로써 의사

소통이 이어지도록 하였다.

ⓔ 외국어화

(158)F10: 얼마 전에 그 우리 팀 우리 팀 선배님한테 그거 템플래트 그런 거 

받았는데 그 명조체 맞는 거 같아요.

[자료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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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1]에서는 ‘외국어화’ 전략이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예문을 볼 수 있듯이 학습자 F10이 논문 작성 양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자신의 어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한국어 어휘

를 선택하여 사용하지 못하므로 ‘외국어화’ 전략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 F10이 ‘본보기’라는 어휘를 대신 제3 언어인 영어 단어

‘template’를 선택하여 목표 언어인 한국어의 음성 형태소에 적용시켜 자신

이 전달하고 싶은 발화 내용을 ‘템플래트’로 완성하였다. 그러나 해당 어휘

를 한국어 음성 형태에 완벽하게 적용하지는 못하여 ‘템플릿’이 아닌 불완

전한 형태로 나타났다.

㉡ 자기 발화의 문제

세미나에서 자기 발화 문제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화 참여자

들이 의사소통을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제로 사용하는 직접적 의사소통 전략

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례에서 ‘자기 수정’ 전략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자료 A-3에서 ‘자기 수정’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 자기 수정

(112)F3: 질문 있어요. 사실은 학습자의 텍스트 문장 교육 방안을 이라는 주제

를 잡고 논문을 쓰고 싶은데요. (중략) 한: 집단에만 복잡성을 분석하

는 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다른 집단이랑 같이는 비교를 해야 그 집

단의 복잡성은 얼마 있는지 특히는 모어 모어 화자 집단이나 비교를 

해야 이게: 들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

요. 어 같은 주제는 또 한국 사람이 근데 한 왜냐하면은 이게 토픽에

서 나오는 작문은 그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규과정인지 불:정규과정인지를 비:정규과정 학습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한국 사람의 작문을 한 거를 수집하

려면 어떤 대상으로 수집해야 될지도 애매해요. 

(253)F1: 저는 왜 그러냐 설명하면은 Brown의 (???) 항상 얘기 Brown은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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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관의 습관이라고 일련의 습관이라고 그래서 습관화 될 수밖에 

없어요.

[자료 A-3]

[자료 A-3]에서 추출한 두 개의 예문은 모두 발화자 자신의 언어 자원

부족으로 인한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수정’ 전략을

사용한 사례이다. 학습자 F3은 자신의 연구에 관련된 질문을 하였으나 자

기 발화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자기의 발화를 스스로 수정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학습자 F1의 경우에도 ‘일관의 습

관’이라는 발화가 틀렸다는 것을 인식하여 말하면서 스스로 수정하는 전략

을 사용하였다.

㉢ 상대방 발화 문제

세미나에서 상대방 발화 문제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화 참여

자들이 의사소통을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제로 사용하는 직접적 의사소통 전

략은 선정한 사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나. 자료 B-1에서 ‘타인 수정’ 전략

사용이 확인되었다.

ⓐ 타인 수정

(236)F1: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한국 외국 사람들한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물어 봤을 때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학생들이 대답하는 것은 하얀 

한 거 같다 라고 대부분 다.

(237)K2: 응: 하얀 것 같아요.

(238)F1: 같아요. 

[자료 B-1]

위 [자료 B-1]에서 학습자 F1이 정확한 형태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화에

문제가 생기자 한국인 모어 화자 K2가 ‘타인 수정’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보인다. 학습자 F1이 자신의 발화에 문제가 발생

한 것을 인식하였으나 잘못된 이해로 인해 ‘같아요’라고 K2의 발화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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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② 간접적 전략

간접적 전략의 사용은 의사소통 문제 유형에 따라 살펴볼 수 있으나 자

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간의 압박’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만 확인되므

로 ‘자기 발화 문제’와 ‘상대자 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사용을 살

펴보지 못하게 되었다.

㉠ 시간의 압박

세미나에서 시간의 압박으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화 참여자

들이 의사소통을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제로 사용하는 간접적 의사소통 전략

은 다음과 같다. [자료 A-2]를 제외한 나머지 3 개의 자료에서 다음과 같

이 각각 3 자기 유형의 간접적 의사소통 전략이 사용되었다.

ⓐ 필러 사용

(216)K2: 근데 한국에서 말로 할 때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만 사실 글: 글할 때 

문 뭐라고 해야죠? 문어에서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말 안 잘 안 

쓰잖아요. 그런 가르칠 때는 오히려 그거 좀 어색한데 좀 그런 거를 

가르치지 않나 외국어 교실에서는 그쵸?

[자료 A-3]

(052)F1: 크게는 없지만 어 그:: 이제 뭐라 그래야지 쪽 번호 매기는 거랑 개요 

만드는 거랑 표 만드는 거 차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배워야 돼요. 

[자료 C-1]

위 2가지 예시를 통해 학습자가 의사소통 목적에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발화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필러를 사용하였다. [자료

A-3]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 K2가 정확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려고 정확한

표현이 생각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뭐라고 해야죠’라는 표현을 사용

하였다. 또한 [자료 C-1]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학습자 F1이 정확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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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표현으로 발화를 완성할 때까지 시간 벌기 위해 ‘뭐라 그래야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다음에 발화를 이어 완성하였다.

ⓑ 자기 반복

(114)F3: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또 뭐 성인 물론은 성인이지만 뭐 

예를 나이가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대학생::이면 대학생이고 직장인

도 그렇고 그래서 그 비교대상이 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자료 A-3]

(039)K2: 그거 뜻은 알고 있지만 어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런데라고 써야 되 그런데라고 써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잖

아요. 그거를 그냥 무조건 담화 오류 하니까 저는 그거 보게 돼서 전 

그게 좀 이게 타당한가가 싶. 혹시 그렇게 하지 않고 어휘적 오류로 

한 그런 논문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뭐.

[자료 C-2]

위 [자료 A-3]과 [자료 C-2]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발화를 완성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단어나 구를 즉식 반복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후속 발화를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발음 길게 끌기

(132)F3: 예를 들어서 이게는 어 제가 말뭉치의 국립국어원의 말뭉치도 이게 

뭐 부호:해야 하는 체계: 규칙을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품사가 있

잖아요. 그러면은 품사마다는 다 태깅을 하나 만들어요. 

[자료 A-3]

(027)F10: 근데 그러면은 연구 참여자의: 교육 배경이나 뭐 그런 거는 과정 같

은 거는 거의 비슷하게.

[자료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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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한 모든 자료에서 발화자가 발음 길게 끎으로써 시간을 벌어 후속

발화를 완성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상호적 전략

상호적 전략의 사용은 역시 의사소통 문제 유형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 언어 자원의 결함

세미나에서 언어 자원의 결함으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화 참

여자들이 의사소통을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제로 사용하는 상호적 의사소통

전략은 다음과 같다. 자료 C-1에서 언어 자원의 결함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가지 종류의 상호적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한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사례들에서 언어 자원 결함에 따른 상호적 전략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간접적 도움 요청

(180)F1: 그리고 그 예문을: 예문을 예를 들어서 번호 매기잖아요. 저는 그런 

거 (1초) 본 적은 없 적은 없지만 누가 했을 수도 있고 이제 방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개요를 만들잖아요. 여기 뭐 개요 1이 있고 235 막 

있지만 뭐 그 맨 앞에가 뭐라고 하지? 

(181)K?: 서론?

(182)F1: 아 그게 말고. 그 본문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표↗ 또는 음 뭐 

각주. 각주를 쓰고 이거 이러시면은 그 아예 (???) 쓰고 뭐 글씨에다 

그거 아니면 표 안에 뭔가를 했는데 표 안에 글씨체를 바꾸고.

(183)K5: 거기에 쓰는 표의: 양식 양식 있어요?

[자료 C-1]

수집한 모든 자료 중에서 언어 자원 결함으로 인한 언어적 의사소통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은 ‘간접적 도움 요청’만 확인되었다.

[자료 C-1]에서 학습자 F1이 한국어로 정확한 표현을 몰라서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질문을 던져 간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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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 자기 발화 문제

세미나에서 자기 발화 문제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화 참여자

들이 의사소통을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제로 사용하는 상호적 의사소통 전략

은 다음과 같다. 자료 A-3과 C-1에서 언어 자원의 결함으로 인한 의사소

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 같은 1가지 종류의 상호적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해 확인

(178)K4: 닦을 수가 한자가 닦을 수자

(179)F8: 아. 네.

(180)K4: 닦을 수. 이해가 그렇게 탁 되시나요? 한자로?

(181)F8: ((웃음))  
[자료 A-3]

(120)F3: 그래서 이게 5%라는 것은 여러분 논문에서 이런 책에서 책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5%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알으시겠어요? 그래

서 그 5%는 딱히 뭐 예를 들어서 제 2언어교실연구방법론에서 뭐가 

어떤 거 나오면 제 2언어교실연구방법론 바로 5% 들어가는 거예요.

(184)F1: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 1장 예문 2장 예문 3장 예문 이렇게 제대로 만

들면 이게 2장을 쓰고 있는데 예문을 써야 되잖아요. 이제 예문을 쓰

고 2장을 누르면은 이거 예문 번호가 자동으로 매겨요. 그래서 항상 

문제 되는 거는 예문 하나 (???)야 되면은 예문 20개 있면은 세 번째

에 있으면은 이거 (???)가 돼야 되고 (???) 그래서 하나 하나 바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 두시면은 자동으로 바뀌어요. 

(185)F3: 무슨 말이 알겠어요.

(186)F1: 이해하셨죠?

(187)00: 네.

[자료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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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확인’ 전략은 화자가 자신의 발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을 인식

하여 다른 대화 참여자에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전략이다. 위에 제시한

예시들은 화자가 어떠한 내용에 대해 서술하였으나 자신의 발화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여 다른 대화 참여자들이 자신의 발화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였다.

㉢ 상대자 발화 문제

세미나에서 상대자 발화 문제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화 참여

자들이 의사소통을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제로 사용하는 상호적 의사소통 전

략은 다음과 같다. 자료 A-3에서 언어 상대자 발화 문제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가지 종류의 상호적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 반복 요청

(031)F3: 의사소통 전략이 너무 넓잖아요. ((다들 웃음 터짐)) 그래서 어떤 거 

관심을 갖고 있는지. 

(032)K2: 사회언어학? 

(033)F9: 어.

(034)K4: 그거 말씀드리면 의식하지 않을까요? ((또 웃음 터짐)) 너무 부자연스

러운 녹음 되지 않을까요?

(035)F3: 다 잊을게요. 

(036)K4: 아 궁금해서. 막는 게 아니고. 질문을 막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037)F9: 다시.

(038)F3: 아 이게 의사소통 전략이라는 게 이렇게 넓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소통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료 A-2]

(105)F3: 카피킬러 한번 쳐 봐요. 커피 킬러.

(106)K6: 카피킬러랑 턴잇인이라는 프로그램 두 개↗ 하나 가지고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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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두 개 하더라고요.

(107)F3: 하나는 뭐예요? 또 뭐가 있어요?

(108)K6: ○○대 도서관 가면 턴잇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09)F3: 턴:

(110)K6: 턴잇인. TURN, IT, IN.

[자료 C-1]

(012)K4: 아 저희 팀의 예전에 ○△□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논문 보셨어

요?

(013)F3: ○△:

(014)K4: ○△□ 선생님. 

[자료 C-2]

[자료 A-3]을 제외한 나머지 3 개 사례에서 모두 ‘반복 요청’ 전략의 사

용이 확인되었다. ‘반복 요청’ 전략의 구현은 [자료 A-2]와 같이 직접적으

로 ‘다시’라는 표현으로 반복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료 C-1]과 [자

료 C-2]에서 볼 수 있듯이 정확히 못 들은 발화에 대해 불완전한 형태로

말함으로써 발화자에게 발화 내용을 반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 명백히 할 것을 요청

(163)F8: 저는 간단한 거에 관한 문제예요. 4페이지에 그 중간의 그림이 위에 

그 수사밥, 수사법이 뭘까요?

(164)K4: 수사법 아 말을 하는 방식↗

(165)K2: 수사법 좀 말 꾸미는 거. 꾸미는 수사. 수식어. 수사어. 글을 꾸민다.

(166)F7: 修辭，修辭法 就是那種.

(167)K4: 뭐 논문에서 뭐뭐 하고자 한다 이런 말투. 이런 말 표현 방법↗

(168)F8: 그럼 수사는 어떤 그 한자 한자인지 알세요?

[자료 A-3]

[자료 A-3]에서 학습자 F8이 한국인 모어 화자 K4와 K2의 설명을 들었

으나 수사라는 어휘가 정확히 어떠한 한자인지를 질문하여 대화 상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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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발화 내용에 대해 명백히 할 것을 요청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는

세미나에서 어떠한 개념이나 내용에 대한 명확성을 지식의 구성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략이다.

ⓒ 확인 요청

(108)K6: ○○대 도서관 가면 턴잇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09)F3: 턴.

(110)K6: 턴잇인. TURN, IT, IN.

(111)F3: TURN, IT, IN?

(112)K6: 아마 ○○대 도서관 가면 아마 있어요.

(113)F1: TURN IT IN.

(114)F10: TURN IT IN? 

(115)K6: 어.

[자료 C-1]

[자료 C-1]에서 학습자 F3과 F10이 ‘TURN IT IN’이라는 프로그램 이름

을 정확히 듣지 못해서 들은 대로 다시 반복함으로써 화자 K6에게 자신이

정확하게 들었는지를 확인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 이해하지 못함을 표시하기

(066)F1: 일반화하기가 어려워요. 일반화하기.

(067)K4: 네? 일본어하기가?

(068)F1: 일반화.

[자료 A-3]

위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 모어 화자 K4가 학습자 F1의 발화를

들었으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이 들은 대로 상승 억양으로 반복함

으로써 이해하지 못함을 표시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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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적 요약

(047)F8: ○○대학교에 그 논문에 설문조사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048)F1: 네?

(049)K4: ○○대학교는.

(050)F8: 그 그.

(051)K4: 질적연구보다 양적연구 더 좋아하냐고요?

[자료 C-2]

[자료 C-2]에서 학습자 F8이 질문을 하였으나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

하지 못하므로 한국인 모어 화자 K4가 F8의 발화 내용을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재해석하는 식으로 요약하였다.

ⓕ 반응-바꿔 말하기

(163)F8: 저는 간단한 거에 관한 문제예요. 4페이지에 그 중간의 그림이 위에 

그 수사밥, 수사법이 뭘까요?

(164)K4: 수사법 아 말을 하는 방식↗ 

(165)K2: 수사법 좀 말 꾸미는 거. 꾸미는 수사. 수식어. 수사어. 글을 꾸민다.

(166)F7: 修辭，修辭法 就是那種.

(167)K4: 뭐 논문에서 뭐뭐 하고자 한다 이런 말투. 이런 말 표현 방법↗

(168)F8: 그럼 수사는 어떤 그 한자 한자인지 알세요?

(169)K2: 꾸미다. 꾸밀 때의 수.

(170)K4: 수식어 할 때 그 수자. 

[자료 A-3]

‘반응-바꿔 말하기’ 전략은 화자가 이미 설명하였으나 대화 상대자가 아

직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르는 말을 다시 풀어 설명하는 전략이다. 위 [자

료 A-3]에서 학습자 F8이 수사법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고 한국인 모어

화자 K4와 K2가 대답해 주었으나 학습자 F8의 반응을 보고 아직 이해하

지 못함을 인식하여 K4가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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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확인

(010)K4: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011)F7: 아 네 그런 따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012)K4: 아 따로 이제 작문 시간이 따로 있지 않고.

(013)F7: 네 작문 시간이 따로 없고.

[자료 A-3]

[자료 A-3]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 모어 화자 K4가 학습자 K7의 발

화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직접 K7에게 확인하였다. ‘확인 요청’에 수반된

전략은 F7이 발화한 것과 같이 나타난 ‘반응-확인’ 전략이다.

ⓗ 반응-반복

(192)F3: TURN IT ON? 

(193)K6: TURN IT IN. 

(194)F3: TURN IT IN. 

[자료 C-1]

[자료 C-1]에서 ‘반응-반복’ 전략 사용이 확인되었다. 위 예문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학습자 F3이 이전 발화 내용을 정확히 듣지 못해서 ‘확인 요

청’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때 한국인 모어 화자 K6이 학습자 F3의 틀린 발

화를 수정하여 학습자 F3이 K6이 제안한 말을 반복하였다. 여기서 ‘타인

수정’ 발화에 이어서 ‘반응-반복’ 전략이 사용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사례의 언어적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이 다소

비슷했으나 [자료 A-3]에서 ‘코드스위칭/언어 전환’ 전략의 사용에 대해 살

펴보도록 한다. 위 [자료 A-3]에서 학습자 F8이 수사법이 무엇인지를 질문

하였고 다른 대화 참여자들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나 다시 대화 참여자들에

게 ‘수사’라는 어휘가 정확히 어떤 한자인지에 대한 명료한 설명을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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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 K2와 K4는 각각 “꾸미다. 꾸밀 때의 수.”, “수식어

할 때 그 수자.”라고 대답하였으나 한국어에 대한 언어 자원 부족으로 인

해 학습자 F8이 한국인 모어 화자 K2와 K4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같은 중국인 출신인 학습자 F7이 모어인 중국어로 “修, 修辭.”라고 대답해

주었다. 이러한 상황은 학습자 F7이 학습자 F8이 이해할 수 있는 모국어

로 전환하여 정확히 어떤 한자인지를 학습자 F8에게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자 모국어 전환은 다른 대화 참여자에게 다소 익숙하지

않음이 느껴진다.

(2)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사용 양상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사용의 다양성에 있어 [자

료 A-3]에서 모든 사례에서 확인된 15가지 전략 중에 총 12가지 종류의

전략 사용이 확인되었다.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 해결 위한 전략 사용 양상

은 의사소통 문제 유형에 따라 ‘자기 발화에 의한 문제’와 ‘대화 상대자 발

화에 의한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자기 발화에 의한 문제

세미나에서 자기 발화에 의한 문제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화

참여자들이 의사소통을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제로 사용하는 인지적 의사소

통 전략은 다음과 같다. [자료 A-3]에서 ‘자기 수정’과 ‘스스로 정확성 확인

하기’ 2가지 전략, [자료 C-2]에서는 ‘자기 수정’과 ‘스스로 풀어 말하기’ 2

가지 전략 사용이 확인되었다.

㉠ 자기 수정

(132)F3: 예를 들어서 이게는 어 제가 말뭉치의 국립국어원의 말뭉치도 이게 

뭐 부호:해야 하는 체계: 규칙을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품사가 있

잖아요. 그러면은 품사마다는 다 태깅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사어가 오류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동사에 오류가 나는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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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사에 오류가 나는지 그래서 보조동사 동사 명사 형용사 뭐 그래

서 관형어 관형사 이런 거는 다, 이게 품사마다는 다 태깅이 만들어

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영어로 영어 약자로 태깅해요.

[자료 A-3]

위 예문에서 학습자 F3이 태깅 직업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단순히 영어

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약자로 태깅 작업을 한다는 발화로 바로 자신의

발화를 수정하였다.

㉡ 스스로 풀어 말하기

(005)F3: 제 논문인데요. 고민한 게 있어서. 제가 중급 학습자랑 고급 학습자를 

이렇게 쓰기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숙달도 숙달도를 따라서 

복잡성 하고 정확성 어떻게 발달이 되어 있는지를 연구를 하려고 합니

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같은 사람이. 뭐 이 사람이 중급에다가 

어떻게 발달: 해 왔는지 고급에 올라와서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숙달

도에 이렇게 측정할 수 있을텐데 근데 저: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어요.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냥, 따로 두 가지 집단이에요. 중급 집단하고 고급 집

단. 그래서 가정하는 것은 이 집단은 고급 올라가면 이게 따로 집단이 

비슷한 형상이 일어

[자료 C-2]

위 [자료 C-2]에서 학습자 F3이 연구 방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

적으로 하지 못했음을 인식하여 의도한 발화를 스스로 풀어서 완성하였다.

㉢ 스스로 정확성 확인하기

(163)F8: 저는 간단한 거에 관한 문제예요. 4페이지에 그 중간의 그림이 위에 그 
수사밥, 수사법이 뭘까요?

(164)K4: 수사법 아 말을 하는 방식↗
[자료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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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개념과 내용에 대한 발화자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가 위 [자료 A-3]에서 볼 수 있듯이 상승 억양으로 자신의

생각을 발화로 구현하여 스스로 질문하는 식으로 발화가 옳은지 확인하는

것이다.

② 대화 상대자 발화에 의한 문제

세미나에서 대화 상대자 발화에 의한 문제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화 참여자들이 의사소통을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제로 사용하는 의사소

통 전략은 다음과 같다. [자료 A-3]에서 총 10가지 종류의 전략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타인 수정

(163)F8: 저는 간단한 거에 관한 문제예요. 4페이지에 그 중간의 그림이 위에 

그 수사밥, 수사법이 뭘까요?  

(164)K4: 수사법 아 말을 하는 방식↗

(165)K2: 수사법 좀 말 꾸미는 거. 꾸미는 수사. 수식어. 수사어. 글을 꾸민다.

(166)F7: 修辭，修辭法 就是那種.

(167)K4: 뭐 논문에서 뭐뭐 하고자 한다 이런 말투. 이런 말 표현 방법↗

(168)F8: 그럼 수사는 어떤 그 한자 한자인지 알세요?

(169)K2: 꾸미다. 꾸밀 때의 수.

(170)K4: 수식어 할 때 그 수자. 

(171)F7: 修 修辭

(172)K2: 글 사자 아니에요?  

(중략)

(177)K5: 여기서의 수사법은 아리스토틀레스의 수사법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때의 수사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해보면은 어떠한 생각을 특

별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기술로 내가 어떤 표현이나 설득을 할 때 쓰

이는 언어 표현 기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서 수사자

들은 그건 거 있잖아요. 연설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연설문을 써서 이

렇게 발표를 한다 이런 거지 여기서 수사법이 뭐 뭐 쓰고 뭐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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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커피 이런 식의 꾸미는 의미의 수사는 아닌 것 같아요.

(178)K4: 닦을 수가 한자가 닦을 수자

(179)F8: 아. 네. 

[자료 A-3]

위 예문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 K2가 수사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같은

한국인 모어 화자 K4가 다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타인 수정’ 전략을 사

용하였다. 또한 한국인 모어 화자 K5도 수사법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를 살

펴보고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옳은 정보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제시함

으로써 수사법에 대한 부정확한 발화를 수정하였다.

㉡ 명백히 할 것을 요청

(163)F8: 저는 간단한 거에 관한 문제예요. 4페이지에 그 중간의 그림이 위에 

그 수사밥, 수사법이 뭘까요?  

(164)K4: 수사법 아 말을 하는 방식↗

(165)K2: 수사법 좀 말 꾸미는 거. 꾸미는 수사. 수식어. 수사어. 글을 꾸민다.

(166)F7: 修辭，修辭法 就是那種.

(167)K4: 뭐 논문에서 뭐뭐 하고자 한다 이런 말투. 이런 말 표현 방법↗

(168)F8: 그럼 수사는 어떤 그 한자 한자인지 알세요?

(169)K2: 꾸미다. 꾸밀 때의 수.

(170)K4: 수식어 할 때 그 수자. 

(171)F7: 修 修辭

(172)K2: 글 사자 아니에요?  

(173)F8: 그 밑에 대구법 대구법은.

[자료 A-3]

[자료 A-3]에서 발제자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학습자 F3이 이해하지 못

한 개념이 있으므로 수사법이 무엇이냐고 질문함으로써 ‘명백히 할 것을

요청’ 전략을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대구법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부족하

므로 다시 ‘명백히 할 것을 요청’ 전략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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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요청

(132)F3: 예를 들어서 이게는 어 제가 말뭉치의 국립국어원의 말뭉치도 이게 

뭐 부호:해야 하는 체계: 규칙을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품사가 있

잖아요. 그러면은 품사마다는 다 태깅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사어가 오류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동사에 오류가 나는지 보

조동사에 오류가 나는지 그래서 보조동사 동사 명사 형용사 뭐 그래

서 관형어 관형사 이런 거는 다, 이게 품사마다는 다 태깅이 만들어

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영어로 영어 약자로 태깅해요.

(133)K2: 아 부호로 부호로 하는 거예요?

[자료 A-3]

‘확인 요청’ 전략은 위 예문과 같이 사용되었다. 한국인 모어 화자 K2는

태깅 작업에 대한 학습자 F3의 발화를 듣고 나서 자신이 정확히 이해했는

지를 확인하려고 학습자 F3에게 요청하였다. 세미나 상황에서 대화 참여자

들이 어떤 개념이나 내용에 대한 이해의 명료화와 정교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확인 요청’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 제안하기

(005)F3: 제 논문인데요. 고민한 게 있어서. 제가 중급 학습자랑 고급 학습자를 

이렇게 쓰기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숙달도 숙달도를 따라서 

복잡성 하고 정확성 어떻게 발달이 되어 있는지를 연구를 하려고 합

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같은 사람이. 뭐 이 사람이 중급에다

가 어떻게 발달: 해 왔는지 고급에 올라와서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숙달도에 이렇게 측정할 수 있을텐데 근데 저: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어요.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냥, 따로 두 가지 집단이에요. 중급 집단하고 

고급 집단. 그래서 가정하는 것은 이 집단은 고급 올라가면 이게 따

로 집단이 비슷한 형상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은 제가.

(006)F1: 집단이 다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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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F3: 그러니까요. 

(008)K6: 근데 그런 식으로 유사종단연구를 한: 게 되게 많지 않아요? 다른 연

구는. 

(009)F3: 그래서 괜찮은가:: 조금 고민이.

(010)K6: ○○○ 선생님도 아마 유사 종단연구를 한:: 게 있는 거 같아요.

(011)F3: 왜냐하면 연구자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원래. 이게 따라할 수 없는 

몇 년 동안을 따라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012)K4: 아 저희 팀의 예전에 □□□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논문 보셨어

요?

(013)F3: □□: 

(014)K4: □□□ 선생님. 

(015)K6: (???) 졸업하신 거예요.

(016)K4: 네. 엄청난 조상님이신데. 그분이 속달도에 따른 그 쓰리 연구를 하셨

거든요. 

(017)F3: 아 □□□.

(018)K4: 그분 논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은데 그분도 동일::한 사람 

학습자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급수:를 에에.

[자료 C-2]

위 [자료 C-2]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 F3이 자신의 연구 설계에 대한

질문을 하고 대화 참여자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였다. 이때 한국인 모어

화자 K6과 K4가 각각 자신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 F3에게 대안을

제안하였다.

㉤ 이해하지 못함을 표시하기

(118)K2: 저는 그래서 여기에는 연구 결과의 시사점의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그게 복잡 3페이지요. 대부분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거 알겠는데 절 

당 단어 수가 왜 감소하죠? 숙달도가 높아지면 늘어나는 거 아니에

요?

[자료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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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에서 한국이 모어 화자 K2가 발제 내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제시하였다. 이때 K2가 직접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명시적

으로 표시함으로써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보여주며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

㉥ 해석적 요약

(132)F3: 예를 들어서 이게는 어 제가 말뭉치의 국립국어원의 말뭉치도 이게 

뭐 부호:해야 하는 체계: 규칙을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품사가 있

잖아요. 그러면은 품사마다는 다 태깅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사어가 오류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동사에 오류가 나는지 보

조동사에 오류가 나는지 그래서 보조동사 동사 명사 형용사 뭐 그래

서 관형어 관형사 이런 거는 다, 이게 품사마다는 다 태깅이 만들어

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영어로 영어 약자로 태깅해요.

(133)K2: 아 부호로 부호로 하는 거예요?

(134)K4: AP 뭐 이런 식으로 조사면 뭐 particular 뭐 P 이렇게 이렇게 붙이더

라고요.

(135)K5: 아 분석 용도로 이렇게 잡아서 나중에 검색할 수 있게 붙여놓는 거예

요.

[자료 A-3]

위 예문에서 학습자 F3이 태깅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나 한국인 모어 화

자 K5가 자신이 올바르게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습자 F3의 발화

를 확장하여 바꿔 말하였다.

‘반응’과 관련된 전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반응-바꿔 말하기

(131)K2: 그냥 자기 임의적인 건가요?

(132)F3: 예를 들어서 이게는 어 제가 말뭉치의 국립국어원의 말뭉치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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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부호:해야 하는 체계: 규칙을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품사가 있

잖아요. 그러면은 품사마다는 다 태깅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사어가 오류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동사에 오류가 나는지 보

조동사에 오류가 나는지 그래서 보조동사 동사 명사 형용사 뭐 그래

서 관형어 관형사 이런 거는 다, 이게 품사마다는 다 태깅이 만들어

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영어로 영어 약자로 태깅해요.

(133)K2: 아 부호로 부호로 하는 거예요?

(134)K4: AP 뭐 이런 식으로 조사면 뭐 particular 뭐 P 이렇게 이렇게 붙이더

라고요.

[자료 A-3]

위 예문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 K2가 태깅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학습자

F3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하여 다른 말로 바꿔서 K2에게 설명해 주었다.

이어서 K2가 추가 질문을 하였고 이때 한국인 모어 화자 K4가 또 다른

구체적인 예시를 듦으로써 다시 다른 말로 설명해 주었다.

㉧ 반응-확장

(118)K2: 저는 그래서 여기에는 연구 결과의 시사점의 숙달도가 높아질수록: 

그게 복잡 3페이지요. 대부분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거 알겠는데 절 

당 단어 수가 왜 감소하죠? 숙달도가 높아지면 늘어나는 거 아니에

요?

(119)K4: 에 그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이제 언급을 했지만 제가 이: 

문서에 안 썼는데 논문에는 미세하게 감소했다고 했거든요. 그냥 이

게 제 두 가지 추측인데 약간 통계 상에서 그냥 요 케이스에서 그냥 

이렇게 나타났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굳이 단어를 많:이 

나열하지도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감수하지 않았

을까 또 저의 추측입니다. 네.

[자료 A-3]

위 [자료 A-3]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 K2가 발제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

는데 발제가 K4는 K2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확장시켜 설명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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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확인

(089)K2: 아 학습자 말뭉치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090)K4: 에 그냥 그냥 말뭉치예요.

[자료 A-3]

‘반응-확인’ 전략은 위 예문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인 모어 화자 K4가

K2의 발화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다.

㉩ 반응-거절

(030)K4: 옛날에는 과락 개념 있어가지고 각 영역에서 몇 점이 안 되면 통과 

못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어가지고.

(031)F1: 지금 없어요? 지금도 있는데요.

(032)K4: 없다고 하셨는데↗

[자료 A-3]

위 [자료 A-3]에서 학습자 F1이 토픽 시험 통과 기준에 관한 K4의 발화

에 대해 질문하였고 K4가 F1이 제안한 말을 거절하였으나 이에 대한 다른

대안이나 추가적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료 A-3]에서 확인하지 못한 ‘추측하기’ 전략은 [자료 A-2]에서 볼 수

있다.

㉪ 추측하기

(005)K5: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부분만 궁금한 게 (???) 발제문 일쪽에 포괄적 

부호 체계의 구체적 예시로 CULT가 나왔잖아요. 그럼 CULT에서 그

런 분석 틀이 A::가 있고 주제 활동 구술에 대한 그런 B가 있는데 의

사소통적 특징에서 그럼 이제 연구가자 하나의 교실 상황을 보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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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체크할라고 동시에 B에도 체크할라고 그런 식인가요?   
[자료 A-2]

위 [자료 A-2]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 K5가 포괄적 부호 체계 예시에 대

한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CULT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추측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미나에서 발생한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는

대부분 대화 상대자 발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대화 상대자 발화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세미나

에서 대화 상대자에 의해 발생한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사용이 세미나 참여자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사례에서 대화 상대자 발화에 의한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표 III-10> 자료 A-3: 상대자 발화에 의한 문제에 따른 전략 사용 빈도

의사소통 전략 외국인 한국인 홧수 비율

대화

상대자

발화에

의한

문제

타인 수정 1 2 3 6.98%
명백히 할 것을 요청 3 0 3 6.98%

확인 요청 0 6 6 13.95%
제안하기 2 1 3 6.98%

이해하지 못함을 표시하기 2 3 5 11.63%
해석적 요약 1 1 2 4.65%

반응-바꿔 말하기 3 10 13 30.23%
반응-확장 0 1 1 2.33%
반응-확인 3 3 6 13.95%
반응-거절 0 1 1 2.33%
계 43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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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1> 자료 A-2: 상대자 발화에 의한 문제에 따른 전략 사용 빈도

<표 III-12> 자료 C-1: 상대자 발화에 의한 문제에 따른 전략 사용 빈도

<표 III-13> 자료 C-2: 상대자 발화에 의한 문제에 따른 전략 사용 빈도

[자료 A-3]은 다른 사례에 비해 보다 다양한 의사소통 전략이 사용됐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중에서 대화 상대자 발화에 대해 더 명확히 이

해하기 위해 ‘명백히 할 것을 요청’, ‘확인 요청’, ‘이해하지 못함을 표시하

기’, ‘해석적 요약’ 등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다른 대화 참여자에게 발화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 ‘반응-바꿔 말하기’, ‘반응-확장’, ‘반응-확인’, ‘반응

-거절’ 등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163)F8: 저는 간단한 거에 관한 문제예요. 4페이지에 그 중간의 그림이 위에 

그 수사밥, 수사법이 뭘까요?  

-> 명백히 할 것을 요청

의사소통 전략 외국인 한국인 홧수 비율

대화 상대자

발화에 의한

문제

타인 수정 0 1 1 11.11%
추측하기 0 1 1 11.11%
제안하기 0 1 1 11.11%
해석적 요약 1 1 2 22.22%
반응-확인 0 4 4 44.44%

계 9 100.00%

의사소통 전략 외국인 한국인 홧수 비율

대화 상대자

발화에 의한

문제

명백히 할 것을 요청 1 1 2 11.11%

확인 요청 2 2 4 22.22%

해석적 요약 2 0 2 11.11%

반응-바꿔 말하기 2 2 4 22.22%

반응-확인 4 2 6 33.33%

계 18 100.00%

의사소통 전략 외국인 한국인 홧수 비율
대화 상대자

발화에 의한

문제

확인 요청 1 1 2 13.33%

제안하기 2 5 7 46.67%

반응-확인 6 0 6 40.00%

계 15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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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K4: 수사법 아 말을 하는 방식↗

-> 반응-바꿔 말하기

(165)K2: 수사법 좀 말 꾸미는 거. 꾸미는 수사. 수식어. 수사어. 글을 꾸민다.

-> 타인 수정

(166)F7: 修辭，修辭法 就是那種.

(167)K4: 뭐 논문에서 뭐뭐 하고자 한다 이런 말투. 이런 말 표현 방법↗

-> 반응- 바꿔 말하기

(168)F8: 그럼 수사는 어떤 그 한자 한자인지 알세요?

(169)K2: 꾸미다. 꾸밀 때의 수.

(170)K4: 수식어 할 때 그 수자. 

(171)F7: 修 修辭

(172)K2: 글 사자 아니에요?  

(173)F8: 그 밑에 대구법 대구법은.

-> 명백히 할 것을 요청

(174)K4: 대구법은 서로 이렇게 마주한다 할 때 그 대자있잖아요. 대치한다 할 

때 그 대자.

-> 반응- 바꿔 말하기

(175)F7: 對

(176)K4: 에 그 맞 그 중국어로 말은. 구가 대치한다. 이렇게 비슷한 비유를 여

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구가 이렇게 구가 이렇게 서

로 평행하게 이렇게. 인지적 질문이었네요. 이런 거. ((웃음))

(177)K5: 여기서의 수사법은 아리스토틀레스의 수사법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때의 수사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해보면은 어떠한 생각을 특

별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기술로 내가 어떤 표현이나 설득을 할 때 쓰

이는 언어 표현 기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서 수사자

들은 그건 거 있잖아요. 연설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연설문을 써서 이

렇게 발표를 한다 이런 거지 여기서 수사법이 뭐 뭐 쓰고 뭐 아름다

운 커피 이런 식의 꾸미는 의미의 수사는 아닌 것 같아요.

-> 타인 수정

(178)K4: 닦을 수가 한자가 닦을 수자

(179)F8: 아. 네. 

-> 반응-확인

[자료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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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 A-3]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 F8이 수사법에 관한 분석적 문

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백할 것을 요청’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어서 한국인 모어 화자 K4와 K2는 학습자 F8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반

응-바꿔 말하기’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수사법에 대한 K4와 K2의 이

해와 설명이 틀렸다고 판단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 K5가 ‘타인 수정’ 전략

을 사용하여 K4와 K2의 발화를 수정하였고 마지막에 학습자 F8이 ‘반응-

확인’ 전략을 통해 자신이 이해했다는 것을 표시하므로 여기서 발생한 분

석적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7)F8: 그리고 사실 7페이지에 7페이지도 중간의 그 학습자와 교사의 인식차

이 마지막의 학습자는 제공 제공 받고 싶은 피드백 유형이 일관되지

만 교사는 그렇지 않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 이해하지 못함을 표시하기

(188)K4: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되게 급하게 이 논문의 내용을 이렇게 껴놓

느라고 논문 전체를 다 못 봤어요. 그러느라고 설문조사 한 거를 하

나하나 못 보고 그 연구방법까지만 보고 이렇게 빨리 연구결과 쪽으

로 넘어간 거예요. 도대체 무슨 결과가 나왔나 궁금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뜻은 학습자들은 설문조사 할 때 일관되게 자기가 이런 피드백 

받고 싶다고 대답하는 게 거의 비슷했는데 교사들은 이런 대답도 했

다가 저런 대답도 했다가 이런 피드백 해야 된다 그랬다가 여기서는 

또 다른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잘, 에.

-> 반응-바꿔 말하기

(189)F8: 예를 들어서 학습자는 그냥 자신의 작문에 그런 문법적인 오류를 수

정 어 수정 받고 싶, 지만 근데 교사가 어떨 때는 문법적으로 어떨 

때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 해석적 요약

(190)K4; 에. 그니까 아마 여기의 결론 기초에서 보면 아마 학습자들은 언제나 

어떤 오류에서나 상세한 설명까지 받고 싶다 이게 주요 니즈였잖아

요. 주요 요구 사항이었는데 교사들은 그:: 기준이 없는 거죠. 언제나 

내가 답을 안 줘야 겠다 언제나 답을 해줘야 겠다 이런 기준이 없고 

좀 왔다갔다 한다는 거죠. 그:런 걸 것 같아요. 여기 논문을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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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 (???)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반응-확인, 반응-바꿔 말하기

(191)F8: 알겠습니다.

-> 반응-확인

[자료 A-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습자 F8이 한국인 모어 화자 K4가 발제한 내용

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므로 K4에게 ‘이해하지 못함을 표시하기’ 전략을 사

용하여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제시하였다. K4가 자신의 발화 내용

을 다시 다른 말로 바꿔서 설명해주었으며 F8이 그 발화 내용을 들어 자

신이 이해한 대로 ‘해석적 요약’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이해한 것이

정확한지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어서 K4가 F8의 발화 내용을 듣고 F8이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반응-확인’과 ‘반응-바꿔 말하기’ 전략을 통해

확인하였다. 마지막에 F8이 ‘반응-확인’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이 이해했다

는 것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의사소통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예시는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상적인 의

사소통을 보여주었다.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내용에 대한 이

해를 증진시켜 대화 참여자들의 협력을 통해 공동의 지식이 형성되게 만들

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 몇 가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세미나

에서 학습의 목적을 가지므로 개념이나 내용 지식에 대한 명확성을 필요로

하고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지식의 효율적인 구성이 가능하게 만

든다. 둘째, 세미나에서 개념이나 내용 지식에 대한 명확성을 강조하기 때

문에 의사소통을 하는 데 다양한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이해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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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영향 요인

소집단 세미나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원 재학 중인 외국인 석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사전에 피면접자의 동의를 구하여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다.

녹음한 내용을 문자로 전사하여 각 질문에 대한 피면접자의 답변을 1차적

으로 정리하였다. 분석 단계에서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각 질문에 대한 피면접자들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다음 <표 III-14>와 같다.

<표 III-14> 인터뷰 대상 목록

번

호

자료

구분

현재 과정/

세부전공
국적/모어

성

별

한국 체류

기간

한국어

수준
일시 길이

1 KRL01
석사 4학기

/문법
중국/중국어 여 3년 6급 20171206 16:55

2 KRL02
석사 1학기

/화법
인도/힌디어 여 4개월 5급 20171207 17:42

3 KRL03
석사 5학기

/화법
중국/중국어 여 3년 6급 20171215 24:31

4 KRL04
석사 6학기

/문법
중국/중국어 여 3년 6개월 6급 20171215 15:28

5 KRL05
석사 3학기

/현대시
중국/조선어 여 2년 6개월 6급 20171218 16:54

6 KRL06
석사 5학기

/문법
중국/중국어 여 2년 4개월 6급 20171220 15:28

7 KRL07
석사 3학기

/한국어교육
중국/중국어 여 1년 9개월 6급 20171221 13:55

8 KRL08
석사 4학기

/화법
일본/일본어 여 1년 10개월 6급 20171222 24:04

9 KRL09
석사 3학기

/문법
중국/중국어 여 1년 6개월 6급 20180111 25:10

10 KRL10
석사 5학기

/문법
중국/중국어 여 2년 6개월 6급 201801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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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 요인

(1) 언어적 요인

학습자 요인 중 하나가 학습자 개인의 언어적 능력이다. 즉 목표 언어에

관한 능력과 수준이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언

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세미나에서 다른 참여자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

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을 포기하는 가능성이 높다.

“발제할 때는 가장 부담이 됐죠. 발제하는 데는 사실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그

거를 자기가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는 논리적으로 소개하는 것

도 어려울 수가 있죠. 원래 책의 그렇게 많은 내용을 짧게 요약하는 거도 어렵

고, 또 어려운 추상적인 어휘를 얘기할 때, 아니면 어려운 어휘를 얘기할 때 그

거를 어떻게 풀어서 동학을 설명시킬 수 있는 것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물론 

언어 표현도 어렵죠. 그리고 특히 이제 토론을 할 때는 만약에 어떤 동학이 질

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려면 또 자신의 말을 준비를 못했던 말을 

해야 하니까 그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중략)

또 자기의 언어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질문할 때는 되게 다른 사람을 설명시키

기 위해서, 설득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다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때도 약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거를 말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이해를 못하고 있

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다시 뭐 다른 말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배님들은 

대신 해주는 건지, 그렇게 하기도 해요.”  

[KRL01]

KRL01은 표현 능력에서 세미나에서 추상적인 어휘나 어려운 어휘를 어

뗳게 다른 세미나 참여자들에게 설명하는가가 아주 어렵고 자신의 언어

부족으로 인해 다른 참여자에게 설명하거나 설득시킬 때 어렵다고 응답하

였다. 다음 KRL02도 마찬가지로 표현의 측면에 있어서 말하고 싶을 때

단어가 어렵고 한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어서

어렵다고 하였으나 자신의 언어 능력이 아직 부족해서 세미나 내용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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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저는 여기 와서 세미나의 참여 시작했었고 여기는 매번은 참여하기 않아서, 

그리고 제 주제도 아직 정하지 않아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의 발표 들으면서 제가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알 것 같은데 아직

도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중략)

제가 뭘 말하고 싶은데 단어가 너무 어렵고 한국어로 모르니까 그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좀 그런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KRL02]

“어떤 학문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해하지만 한국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만

약에 중국어로 설명해주면 괜찮은데 한국어로 설명해주면 좀 어려워요.”

[KRL06]

KRL06은 세미나에서 다루는 어떤 학문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모

어인 중국어로 설명해줄 수 있겠지만 한국어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전체 피면접자들의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세 명을 제외한 모든 피면접

자가 언어적 능력 부복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였다. 인터뷰 내용에서 추

출한 언어적 능력의 부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① 발음

언어적 능력에 대해 발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습자의 응답도 있다.

KRL_008: 어떤 말, 그 특히 외국인 선생님의 경우는 발음도 그렇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러면은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지, 그 말. 뭐라고 해야할까요.

연구자:   아, 어떤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 개념이 무엇인지 몰라,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 내용 자체를 모르는 건지 잘 몰라서? 그런 문제도 

있는 거네.

KRL_008: 네.

[KRL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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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외국인 학생들이 발화할 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말하는 내

용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보다는 발화... 발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없고 아 특히 그런 때도 있어요. 세미나에서 보통 외국인 학생들이 다 

발제문 보면서 읽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발제문이 없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

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는 아니고.”

[KRL09]

KRL09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발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

확하지 않은 발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 발음이 정확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럴 때는 이해에 있어서 영향을 주며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

② 어휘

어휘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

KRL03의 응답과 같다.

“如果是의사소통上面的어려움的話，肯定就是因為自己的詞彙啊什麼，就是語言能

力不足，然後引起的，當然也有這方面的問題，當然也有。

(중략)

他可能想表達這個意思，但是一個是因為他可能語言上的能力的不足，然後再加上

말하기 불안，或者是比如說大家都在一起嘛，可能有點緊張什麼的，然後導致他表

達不清楚，然後就對의사소통產生障礙，會有這樣的。”

“의사소통 어려움이면 자기의 어휘나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거겠

죠. 당연히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당연히 있죠. 

(중략)

어떤 사람은 이런 뜻을 표현하고 싶지만 자신의 언어적 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말하기 불안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긴장할 수 도 

있어서 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KRL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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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L03은 의사소통 어려움에 대해 자신의 어휘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③ 문장 표현

어휘 차원을 넘어 문장 표현 차원에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미나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모국어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데 

근데 그 정확한 한국어 표현을 모를 때가 있어요. 

(중략)

일단 정확한 한국어 표현을 이거, 그... 예를 들면 그 표현에 동사하고 명사 이

렇게 결합하는 형식으로 그냥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 명사는 아는 데 뒤에 

이어지는 그 동사 잘 모를 때, 그런 경우에 그냥 명사만 말한 다음에 그러면 

한국 분들이 이렇게 이어주는 식으로 제 대답을 말해주고.”

[KRL07]

학습자 KRL07은 어휘와 같은 작은 단위를 넘어 더 큰 단위의 표현에

대해 어려움이 생긴다고 응답하였다. 정확한 한국어 표현에 있어 특정한

명사에 적합한 동사를 선택하는 것이 KRL07에게 어려움이 되어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문장으로 완성하지 못하여 다른 한국인 대화 참여자들

이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발화를 완성하였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2명의 피면접자를 제외하고 세미나에서 학습자들

이 모두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다. 학습자들에 의해 발생하

는 언어적인 문제는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외국인 학습자들의

부정확한 발음으로 인한 언어적인 문제로 상대방의 발화를 이해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여 의사소통 상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는 청자의 이해 문제

가 아닌 화자의 산출 문제로 본다. 둘째, 발화자가 자신의 어휘 능력 부족

으로 인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뜻을 적합한 어휘를 선택하지 못하므로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이 생긴다. 이는 또한 청자의 이해 문제가 아닌 화

자의 산출 문제로 보아야 한다. 셋째, 문장 차원의 표현 문제이다.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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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정확한 한국어 표현으로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이 생긴다. 이 역시 청자의 이해 문

제가 아닌 화자의 산출 문제로 볼 수 있다.

(2) 인지적 요인

학습자 요인 중 중요한 다른 한 요인은 바로 인지적 요인이다. 언어적

요인과 달리 인지적 요인은 학습자의 언어 능력과 상관없이 어떤 내용과

지식에 대한 인지적 발달과 능력과 관련된다. 모든 피면접자들이 세미나에

서 인지적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겨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미나에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은 장

르에 대한 인식과 내용에 대한 선지식 두 가지로 나눈다.

① 장르에 대한 인식

세미나는 하나의 장르로 볼 때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학습자에게 세미

나는 전에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르이기 때문에 세미나 형식이나 진행

방식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세미나에서 어떻게 원활하게 의

사소통을 하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느껴질 수 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세미나 주로 공부하자는 내용이 많이 어려웠었죠. 이게 한국

어로 된 책을 공부할 때는 글자 하나씩 하나씩 다 알아볼 수 있는데 이어서는 무

슨 말인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어로 된 그런 책을 공부하는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됐냐면 처음에는 세미나의 형식에 

대해 어떻게 진행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실수를 엄청 많이 했었죠.

(중략)

예를 들어서 세미나에서 예를 들어서 요약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요약을 해야

지’ 뭐 그런 거는, 왜냐하면 옛날에 한국어에 대해는 아는 게 거의 없어서 이게 

전문, 전공으로서 공부한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많이 어려웠어요.”

[KRL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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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RL04] 학습자의 경우에는 세미나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세미나

형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으로 세미나 진행에 있어 어려움이 생겨 실수를

했다고 응답하였다. 즉 세미나라는 장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적절하게 진해하야 하는지 몰라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KRL_010: 네. 처음에는 그 발표, 그 발표 내용은 그, 발표는 아니고. 아, 처음

에는 그 발표할 때 그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 뭐 예를 들면, 시자

는, 시작은 어떤 용어를 써야 하거나 그 마무리할 때 어떤, 그런 거.

연구자: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약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말해야 될지, 

또 이어서 그리고 다음에 끝날 때. 그럼 혹시 본인이 예전에는 세미

나의 형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있어요? 아니면?

KRL_010: 그거는 없어요.

연구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KRL_010: 네. 처음에는 그냥 다른 사람의 양식을 따라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제가 생기면 그 거기 있는 박사 선배님께서 알려줄 거예요.

[KRL10]

자료 [KRL10]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세미나 형식에 관한 지식

이 부족하고 세미나의 형식에 대해 배운 적이 없다며 처음에 세미나를 참

석할 때 다른 참여자들의 진행 방식을 참고하여 따라한다고 응답하였다.

“그거는, 그러는 발표라기보다 요약하는 그런 거를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KRL08]

자료 [KRL08]에서 학습자가 세미나를 하기 전에 미리 공부해온 자료들

에 대한 준비 방법에 대해 언급하며 공부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상 피면접자들의 응답을 종합해 보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세미

나 진행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과 세미나라는 장르에 대한 지식 부족으



- 122 -

로 인해 실제 세미나에서 의사소통하는 데에 영향을 끼쳐 학습자에게 어려

움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내용에 대한 지식

세미나에서 다루는 과제 내용에 대한 지식도 세미나에서 의사소통을 하

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내용에 대한 지식이란 세미나에서 공부하는 내용

을 의미하며 학문적 내용이 세미나에서 공부하는 주제가 된다. 학습자들이

세미나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

쳐 학습자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우리는 피드백 그쵸. 옛날에는 이제 3학기까지는 한국어교육만 모이기 때문에 

그때는 발표하고 박사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끝내고 이제는 좀 다

른 방식으로 진해하고 있어요. 이제 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의 박사님들, 박

사 선배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그 장의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또 해야 하고, 

질문을 받는 거보다는 토론을 해야 돼요. 사실 질문을 받을 때는 설명해 드릴 

수, 설명할 수 없는 거는 박사 선생님은 다 얘기해 주시기는 하지만 토론할 때

는 아예 자기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보고 선배님들 대화하는 것만 보고.”

[KRL01]

“就是我覺得是，首先最大的問題，我覺得應該是我對人家發表的那個內容不是特別

了解，所以어려움，如果我了解這個東西的話，那의사소통上面的話沒有太大的問

題，主要還是因為我不了解他的東西，如果是의사소통上面的어려움的話，肯定就

是因為自己的詞彙啊什麼，就是語言能力不足，然後引起的，當然也有這方面的問

題，當然也有。”

“제 생각에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다른 사람이 발표한 내용을 잘 이해하

지 못해서 어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이거에 대해 이해하면은 의사

소통에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주로 제가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의사소통 어려움이면 자기의 어휘나 언어 능력의 부족으

로 인해 발생한 거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당연히 있죠.”

[KRL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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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RL01]에서 볼 수 있듯이 세미나에서 참여자들이 공부하는 내용

에 대해 토론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른 참여자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아무 말도 못할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며 선배님들이 대화하는 것만 본다고 응답하였다. [KRL03]에서도 마

찬가지로 피면접자가 세미나에서 다른 사람이 발표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였다.

“그 세미나 아무래도 학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책을 정확히 이해해

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거도 정확히 이렇게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 이렇

게 물어볼 수 있고 근데 그 세미나 할 때는 아무래도 이런 추상적인 내용이 많

아서 그래서 자기가 그 사실 그 발제문 만들어서 다시 발제할 때도 스스로 이

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그 선배들이나 아니면 같

이 물어보는데, 근데 언어, 그 일단 모를 때도 많고 그리고 음... 그럼 물어볼 

때도 그 대답해 주셨는데 사실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KRL07]

자료 [KRL07]에서 학습자가 세미나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이해해야 다른

대화 참여자들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신이 모르

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알아야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

다고 하였다.

KRL_002: 네,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아직 논문을 많이 안 읽어서, 안 읽어서가 

아니라 못 읽어서 그냥 선생님들 다른 주제도, 어려운 주제도 있잖

아요. 담화분석이나 이런 거, 또 그에 나오는 용어들이나 그런 거 어

려운 것 같아요.

연구자:   약간 주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서 이해하기 좀 그래요.

KRL_002: 그리고도 테스트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거 이름이잖아요. 제가 모르면 

그냥 파일럿 테스트? 이런 거, 그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그거 진

행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연구자:   그럼 세미나 할 때는 다른 선생님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의사소통 상의 문제, 그러니까 대화할 때는 문제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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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요?

KRL_002: 제가 뭘 말하고 싶은데 단어가 너무 어렵고 한국어로 모르니까 그거

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좀 그런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연구자:   단어를 몰라서, 아니면 어려워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몰라서.

KRL_002: 그리고 또 특히 주제에 대해서 모르면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연구자:   주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KRL_002: 네.

연구자:   그러면 이런 문제 발생한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언어적인 능

력이 좀 부족하거나 단어를 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다른 하

나는.

KRL_002: 지식 부족.

연구자:   인지적인 능력? 지식이 부족. 근데 가끔은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

라 상대방의 발화를, 조직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은 무

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적이 

있으세요?

KRL_002: 처음에 참여했을 때 선생님 담화분석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근데 전

혀 몰라서 그 때는 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KRL02]

“가장 큰 어려움은 내용 이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세미나에서 거의 말

을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발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거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중략)

“세미나에서 보통 다 학술적 얘기라서 그래서 만약 아주 전문용어라면 그거 되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때 의사소통의 지장, 장애가 있을 것 같아요.”

[KRL09]

“제가 질문을 물어봤을 때는 아마 상대방은 그 설명이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전문 지식이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또 제가 모르는 지식으로 설

명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가 그 세미나 

끝난 후에 그 스스로 그 책을 찾아서 그 부분을 다시 봐야 돼요.”

[KR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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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술적인 장인 세미나에서 학문적 이야기와 전문용어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들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어 이들에 대한 선행지식이 없으므로 자료 [KRL02],

[KRL09], [KRL10]과 같이 세미나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느껴졌다고 응

답한 피면접자도 있다. 자료 [KRL02] 학습자의 경우 석사 과정으로 대학

원에 입학한지 한 학기밖에 안 되며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 자주

논의하는 개념과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미나에서 어려움이 느껴졌다

고 하였다. 담화분석이나 파일럿 테스트와 같은 연구방법에 관한 주제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그 주제에 대해 생각할 수도 없

다고 응답하였다. 즉 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이해뿐만 아니라 다

른 세미나 참여자들과 의사소통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세미나에서 예를 들어서 요약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요약을 해

야지’ 뭐 그런 거는, 왜냐하면 옛날에 한국어에 대해는 아는 게 거의 없어서 이

게 전문, 전공으로서 공부한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

서 많이 어려웠어요. 언어 표현 같은 거는 크게 문제없는데 그냥 책 공부하자

는 내용에 대해 좀 많이 어려웠어요.”

[KRL04]

“저는 그 이 세미나가 한국 선생님도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그런 사실 

저는 표현은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인지적 능력이 문제에서는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그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내용적 지식이 너

무 적은 거죠. 한국 선생님에 비해서. 그래서 가끔 생각할 때 ‘아 이 부분에 대

한 이론들을 더 봐야 되겠다’, 혹은 아 이런 이론들은 한국 선생님들은 이러한 

이론들은 있으면 이런 이론에 대해서 누가 어떤 시기에, 어떻게 제시하고 이런 

거 좀 흐름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요. 이론을 끌 수 있는 능력. 여러 이론들을 서로 이어서 그 이론이 중(?)되는 

부분과 서로 다른 부분을 알아내면서 ‘이런 이렇게 발전돼 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중략)

처음에 첫 학기에 더 힘들었고 그 때는 모르는 이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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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금 3 학기 됐는데도 아직 어떤 제가 알아야 하지만 제 이 전공을 이 현대

시란 전공하면서 분명 알아야 할 이론들인데 아직도 모르는 이론들이 많이 있

는 것 같아요.”

[KRL05]

자료 [KRL04]와 [KRL05]의 경우는 피면접자 두 명이 모두 자기가 표현

하는 데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세미나에서 다루는 학문적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KRL05]와 다음 [KRL06]에서는 이

론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며 [KRL06] 학습자가 세미나에서 내용을 이해하

지만 이론 지식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표현적인 뜻만 이해하며 이론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뭐 한국인 선배님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뭐 얘기했는데 뜻은 다 이해하

는데 근데 그 이 내용에 那叫什麼來著? 理論 이론 지식에 대한 깊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표면적인 뜻만 이해하고 진짜 이 이론을 활용, 어떻게 활용하는지

에 대한 건 모르겠어요.”

[KRL06]

다음 자료 [KRL08]과 [KRL03]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세미나에

서 다루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나타난다.

“그 각자 읽고 싶은 논문을 읽고 발표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미

리 논문을 안 읽고 다른 사람 발표하는 논문 안 읽고 그냥 거기 가서 처음 보

는 논문을 발표했을 때 그러면 무슨... 이해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중략)…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식이 부족해서.”

[KRL08]

KRL_003: 就是出現那個의사소통 장애那個原因是什麼啊，我覺得吧，就是那種尤

其是像我們跟其他的那種國家就比如說像各種各樣國家的人在一起세미

나的時候，有時候大家的那個真的因為文化的不同，那個사고방식真的

不一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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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因為我們都講中文嘛，就算可能聽不太懂你的意思，可是我大概可以猜

得出來你想要講什麼，的感覺嗎？

KRL_003: 對對對，首先是語言會受那個影響，其次自己那個思維方式也會受國家

文化影響，所以這方面我覺得障礙挺大的，然後再一個，因為可能每個

人學的東西，就是他的知識程度不太一樣，他的知識程度不太一樣的

話，我覺得他對這個問題理解的那個方式就是每個人也都不太一樣，所

以有時候會產生障礙，然後再一個就是語言問題，語言的問題的話，也

有可能受到自己的母語本身能力影響。

KRL_003: 그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한 원인이 뭐냐하면 제 생각에는 특히 우리

가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세미나 할 때 

가끔은 정말 문화 차이 때문에 그 사고방식이 진짜 달라요.

연구자:   우리는 다 중국어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대충 무슨 말을 하

고 싶은지 알 것 같다는 느낌?

KRL_003: 네네네. 우선 언어는 영향을 받고 그 다음은 자기의 사고방식도 자기 

나라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이런 면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배운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지식 수준이 

달라서 지식 수준이 다르면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도 다를 거라고 생

각해요. 그래서 가끔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언어문제

예요. 언어 문제라면 자기 모국어 능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KRL03]

학습자 KRL03의 경우 세미나 참여자들마다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 수준

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주제와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므로

어떠한 내용에 대해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응

답하였다.



- 128 -

③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지식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인식 관련 질문은 인터뷰 질문지에 설계되어 있지

않았으나 인터뷰 과정에서 피면접자들에게서 의사소통 전략이 무엇이냐에

관한 질문을 받은 바 있다.

연구자:   마지막 질문은 좀 어려워요.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가 의사소통 전략

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제2 외국어 학습자로서 일상대화에

서랑 세미나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이 다른지, 본인이 사용하

는 전략이 다른지.

KRL_006: 사실은 이 인터뷰하기 전에 이 전략에 대한 깊이 생각한 적이 없어

요. 그냥 그냥 하는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일상대화 

할 때 이거 언어적 전략은 많이 사용해요? 단어?

[KRL06]

또한 자료 [KRL06]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가 이전에 의사소통 전략

에 대해 깊이 생각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의사소통 전략과 전략 사용

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정서적 요인

학습자 요인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정서적 요인이다. 정서적 요인은

학습자들의 정서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의 세미나 참여에 관한 개

인적 경험, 참여자의 성격과 세미나에 대한 태도와 동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세미나 참여에 관한 경험

세미나 참여에 관한 경험은 세미나라는 장르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고

본다. 거의 모든 피면접자가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세미나에 참여한 적

이 없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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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러면 우선 본인이 혹시 대학원 들어와서 세미나 참여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 전에 해본 적이 있으세요? 참여한 적이 있으세요? 대

학원 입학하기 전에.

KRL_003: 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大學裡面沒有세미나吧，我沒參加過。

연구자:   그럼 대학원 입학하고 나서 세미나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KRL_003: 嗯。

[KRL03]

“대학교 때는 제 전공은 경영학이라서 뭐 특별한, 한국처럼 특별한 이런 세미

나 형식 같은 거는 없었는데 이제 대학원에 들어와서 세미나 공부를 시작을 했

었죠.”

[KRL04]

“네. 저는 일본에서 대학교 나왔는데요. 그때는 세미나 같은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세미나 어떤 건지, 어떻게 진행하고 무엇을 하는 건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그

냥 세미나 하니까 오라고 해서 간 게 많았던 것 같아요.”

[KRL08]

위에 제시한 자료들에서 볼 수 있듯이 피험자들이 모국의 대학교를 다닐

때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한국의 대학원에 입학한 후에 세미나 참

여가 시작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다음 자료 [KRL05]와 [KRL06]의 경

우 모국에서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말한 피면접자들이 모국에서 세

미나 참여 경험이 있으나 자신이 경험했던 세미나는 한국에서 참여한 세미

나와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근데 그 세미나가 그 중국에서 참여했던 거라 많이 달라서 한국에서 하는 이

런 형식의 세미나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KRL05]

연구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혹시 본인이 대학원 가기, 들어오기 전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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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세미나에 관한 참여에 관한 경험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KRL_006: 중국에서도 괜찮아요? 중국에서 대학교 다녔을 때 세미나 참석한 적

이 있어요. 학교에서 팀에서 작은 팀. 우리 수업하는 방식도 세미나 

방식이랑 비슷해요. 한 5명, 6명 과제에 대한 이렇게 토론하는 거.

연구자:   그러면 진행 방식 같은 거는 지금이랑 비슷해요?

KRL_006: 아니요. 지금 좀 학문적으로? 우리 그때는 뭐 한국어 배우잖아요. 그

때 한국어에 어떤 주제에 대한 한국어로 대화의 중심으로. 대화를 

연습하기 위해.

[KRL06]

② 참여자의 성격

학습자와 관련된 정서적 요인 중 하나가 참여자의 성격이다. 참여자 성

격은 의사소통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존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

으며 세미나에서 참여자의 성격은 역시 의사소통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난다.

KRL_007: 저는 보통 그 좀 성격도 약간 좀 많이 부끄러움 타는 편이라서 그래

서 그 문장을 할 때 항상 뒷부분을 생략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한국

인이 이렇게 그 제 의사를 이렇게 맞추(?)는 형식으로. 그래서 항상 

저는 말 끝부분의 항상 생략하고 이미 그냥 다 다른 분들은 이미 다 

말해줬어요.

연구자:   그럼 다...  주로는 문장은 완성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KRL_007: 그냥 또 말 할 그 할 때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끝까지 이

렇게 말할 수 없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KRL07]

“제 성격일 수도 있는데, 약간 그 물어보는 걸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모

르는 거 있어도 뭔가 ‘아, 그런 뜻이겠지’정도로만 물어보지는 않고 이해를 하

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KRL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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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자료 [KRL07]과 [KRL08]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두 학습자가 자신

의 성격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는 데 영향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학습

자 KRL07의 경우 자신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편이기 때문에 항상 문장

뒷부분을 생략하고 문장을 완성하지 못한 채로 발화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때 다른 대화 참여자들이 이러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발화 의미를 추측하여 대신 발화를 완성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였다. 학습

자 KRL08의 경우는 자신의 성격 때문에 질문을 잘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

하였고 모르는 것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대화 참여자들

에게 질문하지 않고 이해에 대한 정교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③ 세미나에 대한 태도 및 동기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세미나에 대한

대화 참여자들의 태도와 동기이다. 세미나에 대한 태도와 동기는 세미나에

서의 의사소통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세미나에 대한 태도는 인터뷰 결과를 통해 학습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확

인할 수 있다. 다음 자료 [KRL01]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 자신이 어떠

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할까봐 말하거나 질문하기 두렵다는 응답이

나타난다.

연구자:   그럼 다른 사람 발표하는 거 듣고 나서는 본인이 먼저 질문 던진 적

이 있어요?

KRL_001: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살짝 물어보긴 했어요. 대부분 경우

는 물어보지는 않아요. 특히 책의 내용 자체가 어려우면 자기가 이

해를 잘 못할까봐 더 말하기, 질문하기 두려운 거죠.

[KRL01]

KRL_002: 그래서 좀 세미나 때는 선생님들 말할 때 중용한 어휘면 그냥 써서 

나중에 사전에 보면서 그런 거 이해하려고 하고 계속 물어보면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 132 -

연구자:   그럼 심리적인 부담도 있는 거네요.

KRL_002: 네.

연구자:   만약에 내가 좀 빈번하게, 자주 질문하면 상대방이 좀 귀찮을 것 같

아서.

KRL_002: 왜냐하면 너무 기본적이니까. 그래서 논문연구 때도 올 때마다 심리

적으로 부담이 커요.

[KRL02]

연구자:   만약에 그 사람이 발표한 거는 이해, 본인이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어

떻게 하죠?

KRL_006: 아, 그냥 물어봐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이론인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 찾아요.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고. 직접 

물어보면 좀 저는 세미나 할 때 질문 별로.

연구자: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가요?

KRL_006: 네, 맞아요. 질문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한 적이 없어요.

[KRL06]

또한 자료 [KRL02]처럼 다른 참여자들의 정서적 반응을 고려하여 질문

하기가 심리적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학습자도 있다.

연구자:   혹시 상대방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본인이 먼저 질문을 해

요? 아니면 확인을 해요?

KRL_005: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미나를 논문연구까지 포함된 

거라고 봤을 때 그 저희는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발표가 끝나면 질

문할 시간을 주고 그러면은 한국 선생님들 진짜 질문을 많이 해주시

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저뿐만 아니라 그 중국 유학생 분들 경우

는 질문을 거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연구자: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KRL_005: 일단 그 분위기가 그게 학술적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질문, 

내 질문이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건

가? 특히 그 질문을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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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질문이 얼마나 가치 있는 질문일지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걸 자

기의 질문을 던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을 던지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에는 자기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어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이나 또는 공감해서 보충하고 싶은 부

분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의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 제가 질

문하면 한국의 선생님들 그거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감을 가지고 그냥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감이 없어서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KRL05]

학습자 KRL05의 경우 아직 전문지식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못

해서 세미나에서 질문이나 의견을 말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세미

나는 학술적인 장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질문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어떠한 학술적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므로 자신감이 없어서 의견을 내지 못한다고 하였다.

세미나에 대한 학습자들의 동기도 세미나 참여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요

인으로 확인되었다.

KRL_008: 사실 가서 뭐 하기는 하는데 그게 그 자신의 어떤 영향 좋은 건지, 

근데 가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이 명확하지는 않아서 뭔가 

의욕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 있었어요.

연구자:   그니까 뭐 때문에 이 세미나 하는지를 몰라서 별로 가고 싶지도 않

고.

KRL_008: 그거 있으니... 공부를 한다고 하면 맞기 맞는데 그렇다고 도움이 되

는 걸까?

[KRL08]

KRL_009: 가장 큰 어려움은 내용 이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세미나에서 

거의 말을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발표 내용에 대

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거 가장 큰 문재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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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내용 이해는 본인이 공부한 거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

KRL_009: 솔직히 제가 공부하는 거하고 발표하는 내용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요. 그래서. 그리고 책은 다 처음 보는 책이고 내용도 솔직히 제가 

관심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연구자:   맞아요. 

KRL_009: 그럴 때는 제가 스스로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미나

에 가서 그냥 앉아서 들은 거예요. 특히 그럴 때는 좀 이 내용을 보

고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KRL09]

학습자 KRL08은 세미나 참여는 자신에게 어떠한 좋은 영향을 주고 또

한 세미나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자고 있다. 세미나

에 대한 확신이 없고 세미나 참여의 동기 부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세미

나 참여에 있어 의욕이 저하하는 느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습자

KRL09의 경우 다른 참여자나 자신이 발표하는 내용이든 자신이 관심이

없는 내용일 수도 있으므로 스스로 공부하기 싫고 세미나에서 내용을 이해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습자와 관련된 정서적 요인들은 세미나에

서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회·환경적 요인

(1) 세미나 구성

소집단 세미나 구성은 소집단 세미나 참여자 구성을 의미하며 소집단 세

미나에서 의사소통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대화 상대자와

관련된다. 이미경(2004)에서는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대화 상대자에 따

른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본인 학

습자가 일본인 대화 상대자보다 한국인 대화 상대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의

사소통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일본인 학습자가 사용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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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호적 전략과 비상호적 전략에 있어 역시 대화 상대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대화 상대자가 누구냐에 따라 학습자의 의사소통 사용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화 참여자 구성은 대화 참여자가 누구냐

와 관련하여 달라질 것이며 학습자가 대화 참여자 구성에 따라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학습자와의 인터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대화 구성에 따라 상

호작용이 다르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자료 [KRL03]에서 볼 수 있듯이 석

사와 박사가 같이 하는 세미나에서 박사들끼리 토론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진다는 의견이 나왔고 또한 외국인과 한국인, 외국인과 외국인보다 한국인

과 한국인이 하는 토론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對對對。就是那種已經發表過或者論文的話，就沒有太多批判性的問題。那種的話

一般就是發表完，然後就結束了，以我們這種碩士的水平來說，大概跟博士在一起

的話，他們可能討論會比較激烈一點，因為我之前有參加過一次，○○○，△△

△，□□□，然後我跟他們三個一起上一個세미나，就是寒假的時候，有拿一本書，

當時去了一天我就不去了，太痛苦了，因為他們就是討論特別激烈，反正就是像○

老師就會一直說嘛，然後他能說好久，就那個的話他們可能會有點討論，就韓國人

跟韓國人之間可能討論會比較多一點。像外國人跟韓國人，或者是外國人跟外國人

在一起的話，就是這樣子的학습 대화的話，就比較少。

맞아요. 그런 발표한 거나 논문이면 비판적 문제는 많이 없을 거고 그런 거면 

보통 발표하고 나서 끝나요. 우리 같은 석사 수준이면 박사들이랑 같이 있으면 

박사들이 좀 활발하게 토론할 것 같아요. 전에 제가 한 번 참여했는데 ○○○, 

△△△, □□□ 세 명이랑 같이 세미나 했었어요. 겨울 방학 때 책 한 권 공부

했어요. 그 때 한 번 나가고 다시는 안 나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람들

이 아주 활발하게 토론하는데 ○ 선생님이 계속 말하고 길게 말해요. 그런 거

면 토론을 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인이랑 한국인끼리는 토론은 활발하

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외국인이랑 한국인, 아니면 외국인이랑 외국인이 같이 

있으면 이런 학습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KRL03]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석사 그리고 신입생 같이 이렇게 공

부할 때는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박사 선생님 계시면 좀 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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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리하고 그 다시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KRL07]

연구자:   세미나 때?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다른 박사 선생님도 계셔서 

함부로 질문하면,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예 말을 안 하고 가만

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본인이 참여한 세미나 같은 거는 대화 

구성원에 따라서 본인이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다른가요?

KRL_008: 구성원에 따라서요?

연구자:   예를 들어서 뭐 박사 선생님이랑 함께 하는 거랑 석사들끼리 하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KRL_008: 다를 것 같아요.

연구자:   석사들끼리 할 때는?

KRL_008: 그 때는 좀 더 편하고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일상생활과 

가까운.

[KRL08]

위 학습자 KRL07과 KRL08의 응답을 보면 세미나 구성원에 따라 의

사소통 양상이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고 석사와 신입생들이 같이 하는

세미나는 더 편하게 할 수 있으나 학습자 KRL07은 세미나에서 박사가

있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서술할 때 생각을 더 정리하거나 정교화해서

말해야 된다는 부담으로 인해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다.

연구자:   다른 거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인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대화 상대

자 발화가 문제가 있을 때. 논리적이지 않거나 개념 이해 틀렸거나 

그럴 때는 본인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이 있는지.

KRL_009: 저 세미나에서 다른 사람이 말 실수해도 저는 지적하지 않아요.

연구자:   가만히 있어요?

KRL_009: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연구자:   가만히 있는 이유는.

KRL_009: 사실 저는 세미나에서 보통은 저보다 선배예요. 제가 지적하면 제가 

뭐라고.

연구자:   그쵸. 저도. 우리 팀은 세미나 자주 안 하는데 4학기까지는 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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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 때는 진짜 말 한 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7학기잖아

요. 석사들끼리 모이면 나 선배야. 말을 해야돼. 그래서 그때는 좀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4학기 석사, 특히 석사 경우는 

거의 그런 말하는 거 좀 그렇지 않을까요.

KRL_009: 그리고 저보다 후배라도 만약에 한국 사람이라면 그거 무조건 저보

다 잘 알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보통 실수 안 하는 것 같아요.

[KRL09]

위 자료에서 학습자가 세미나에서 다른 대화 참여자의 발화에 발생한 문

제나 실수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세미나 구성원 중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관계로 다른 대화 참여자의 발화 문제를 지적하기

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 KRL09가 자신이

선배가 되더라도 만약 상대 발화자가 한국인이면 전문 분야에서 자신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것

을 암시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인터뷰 분석 결과는 세미나 구성은 세미나 의사소통에

있어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세미나에서의 역할

인터뷰 결과 분석에 따르면 소집단 세미나 참여 구성원들이 세미나에서

동료 학습자의 역할을 맡았으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자신이 세미나에

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의사소통에 있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KRL_001: 우리는 피드백 그쵸. 옛날에는 이제 3학기까지는 한국어교육만 모이

기 때문에 그때는 발표하고 박사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끝내고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해하고 있어요. 이제 국어교육학

과 한국어교육학의 박사님들, 박사 선배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그 

장의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또 해야 하고, 질문을 받는 거보다는 토

론을 해야 돼요. 사실 질문을 받을 때는 설명해 드릴 수, 설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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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거는 박사 선생님은 다 얘기해 주시기는 하지만 토론할 때는 

아예 자기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아무 말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선배님들 대화하는 것만 보고.

연구자:   자기만의 의견을 제시해야 되니까 그건 좀 어려워서 말을 못할 수도 

있고.

KRL_001: 그쵸.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잘 모르기 때문에.

연구자:   근데 3학기까지는 선배님 피드백 주시고 가끔도 설명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끝나는 걸로?

KRL_001: 예,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동학도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물어보고 

근데 물어볼 때는 물어보는 문제는 주로 정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

문에.

연구자:   이해 안 되는 부분만?

KRL_001: 그때는 괜찮은데 토론에 관해서 토론도 확장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죠.

연구자:   그럼 다른 사람 발표하는 거 듣고 나서는 본인이 먼저 질문 던진 적

이 있어요?

KRL_001: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살짝 물어보긴 했어요. 대부분 경우

는 물어보지는 않아요. 특히 책의 내용 자체가 어려우면 자기가 이

해를 잘 못할까봐 더 말하기, 질문하기 두려운 거죠.

[KRL01]

KRL_009: 저 세미나에서 다른 사람이 말 실수해도 저는 지적하지 않아요.

연구자:   가만 있어요?

KRL_009: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연구자:   가만히 있는 이유는.

KRL_009: 사실 저는 세미나에서 보통은 저보다 선배예요. 제가 지적하면 제가 

뭐라고.

연구자:   그쵸. 저도. 우리 팀은 세미나 자주 안 하는데 4학기까지는 했었어

요. 그 때는 진짜 말 한 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7학기잖아

요. 석사들끼리 모이면은 나 선배야. 말을 해야돼. 그래서 그때는 좀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4학기 석사, 특히 석사 경우는 

거의 그런 말하는 거 좀 그렇지 않을까요.

KRL_009: 그리고 저보다 후배라도 만약에 한국 사람이라면 그거 무조건 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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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잘 알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보통 실수 안 하는 것 같아요.

[KRL09]

자료 [KRL01]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 KRL01이 다른 박사들이 토론을

할 때 대화하는 것만 본다는 것은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자신이 이해가 안 됐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질문하지 않는다

는 응답을 볼 때 학습자 KRL01이 세미나에서 때로 청자만의 역할을 수행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료 [KRL09]의 경우는 학습자가 자신이 다른 대

화 참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주었

다. 이 두 학습자가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역할이 아

니므로 의사소통에 있어 다른 양상이 보일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연구자:   그럼 예를 들어서 동료들이 얘기를 할 때는 아, 나는 이 사람 하는 

말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논리적으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

각이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해요? 안 해요?

KRL_001: 만약에 친한 동학이라면 친구가 질문하거나 아니면 설명할 때는 말

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라고 다시 바로 붙여요.

연구자:   붙여요? 말을 붙여요? 본인이요?

KRL_001: 그쵸. 근데 그거도 왜냐하면 같은 중국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해할 수 

있죠. 근제 한국 사람한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을 이해를 한다면 그 친구를 대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시간을 조절해야 하니까요.

[KRL01]

연구자:   그럼 다른 외국인 친구, 외국인 선생님 말을 잘 하지 못했을 때, 아

니면 이해가 틀렸을 때, 그때는 도와줘요? 제가 인터뷰했던 거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같은 중국인이니까 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을 못해. 나는 대신 약

간 좀 설명해주고 재구성해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혹시 아까 

이런 이런 뜻이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그런, 그렇게 해주는 사람

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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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L_009: 아, 네. 제가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는 우리 팀에서 그렇게 해주는 다

른 사람을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요.

연구자:   외국인이요?

KRL_009: 예.

연구자:   석사예요?

KRL_009: 석사예요.

[KRL09]

학습자 KRL01과 KRL09의 응답을 보면 둘 다 중국인 출신이며 같은 중

국인 동료의 발화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발화 의도를 추측하거나 대신 말해

주는 식으로 다른 중국인 동료 학습자를 도와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타난

다. 이는 외국인 학습자가 같은 모국 출신인 다른 동료 학습자의 발화 문

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학습자의 인터뷰 응답을 통해 외국인 학습자가 소집단 세미나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3) 장르 및 과제 요인

(1) 장르적 특성

장르적 특성은 소집단 세미나라는 장르가 지닌 특성을 의미하며 소집단

세미나의 장르적 특성은 의사소통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자료 [KRL03]에서는 학습자가 세미나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 응답하였다. 학습자가 일상대화와 달리 세미나에서 의사소통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때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와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세미나에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후속 탐구

대화를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미나에서는 개념이나 내용에 대

한 확실성이 필요하므로 일상대화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KRL_003: 다른 사람들이랑 문제를 토론할 때 일단 다른 사람의 발화를 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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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돼요. 만약 이해가 잘 못 되면 의사소통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내가 이해한 건 자기가 표현하

고 싶은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럼 우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설

명해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고 또 설명해줘요.

KRL_003: 세미나 때는 사람들이 어떤 단어에 대해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할 때 아니면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때 내가 그 사람이 

말한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어를 사용해서, 제3? 제2 

언어? 내 생각에는 세미나에서 이런 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학문

적 용어가 좀 더 통일되잖아요. 영어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영어를 하면 다 이해가 잘 돼요.

연구자:   예를 들어서 제가 상대방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직접적으로 

상대방한테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거 무슨 뜻이에요?’ 

요런 거?

KRL_003: 네. 네네네.

연구자:   보통? 음...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만야 대충 무슨 말인지 알고 잇으

면 어떻게......

KRL_003: 네네. 그 사람에게 확인을 해요. 확인.

연구자:   만약에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물어볼 수밖에 없겠네요.

KRL_003: 네네네. 그냥 물어봐요. 근데 일상대화에서 ‘무슨 뜻이에요?’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연구자:   네. 일상대화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KRL_003: 네네네. 대충 알아들었으면 그냥 넘어가요. 이 문제에 머무르지는 않

아요. 네네네. 근데 세미나라면 일반적으로 확실성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자: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 둘이 어떤 것에 대한 이해가 다르

면 토론은 이어질 수는 없어요. 토론할수록 더 그래요.

KRL_003: 맞아요. 세미나라면 확실성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을 거고 근데 일상대

화라면 상관없는 것 같네요.

연구자:   전문용어의 정의에 대해 정확해야 돼서요.

KRL_003: 맞아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죠. 특히 세미나에서.

[KRL03]

다음 자료 [KRL06]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왔다. 목적 없이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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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대화와 달리 세미나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다고 응답

하였다. 내용 탐구를 목적으로 하여 의사소통을 할 때 응집성에 대한 요구

가 더 강조된다고 하였다.

KRL_006: 음. 맞아요. 일상대화. 목적 없이 일상대화도 되는데 근데 세미나에

는 어떤 목적 있어야 되잖아요. 주제를 중심으로 그럴 때는 좀...

연구자:   응집성 같은 거는 좀 고려해야 되는 거고.

KRL_006: 맞아요.

(중략)

KRL_006: 맞아요. 그 그거 세미나 할 때는 어떤 내용에 대한 대화, 내용의 탐

구. 근데 의사소통 할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대화자, 의사소

통, 일상대화 할 때도 대화자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도.

연구자:   일부러 뭐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

KRL_006: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뭐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문장 있

으면 괜찮아요. 그냥

연구자:   맞아요. 가끔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KRL_006: 맞아요. 몰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 한국인이랑 대화할 때도.

연구자:   근데 학습, 그 세미나에서는?

KRL_006: 세미나에서는 이 내용에 제대로 우리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 상

대방이 이해 못해요.

연구자:   그럼 계속 토론 그런 거는.

KRL_006: 토론하고. 우선적으로 내용에 대한.

[KRL06]

KRL_008: 일단은 첫 번째는 존댓말을 쓸 거고 평소에 말하는 사람한테도 존댓

말 쓰고 그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하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는.

연구자:   경향이?

KRL_008: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흐름이 끊기지 않게 뭐 이

해한 척하는 경향이 있는데.

연구자: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전에 몰랐던 건데 근데 인터뷰하다가 그런 얘

기 많이 나왔어요. 일상대화에서 그냥 넘어갈 때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물어보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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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그 대화의 흐름을 깨는 그런 거, 가능성이 있어서 이해한 척. 

혹시 다른 거도 있어요?

KRL_008: 약간 말할 때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같아요.

[KRL08]

KRL_010: 네.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그 세미나는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그

냥 무조건, 무조건 그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선배님한테 물어봐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네, 그냥 대충, 대충 알기도 되는데.

연구자: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KRL_010: 네. 굳이 그 단어 하나씩 하나씩 다 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로 소통 위주로. 네. 그냥.

[KRL10]

위 자료 [KRL08]과 [KRL10]의 경우도 학습자들이 일상대화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문제를 무시하

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세미나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 정

확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과제 특성

과제는 세미나에서 다루고 학습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과제의 내용과 유

형에 따라 대화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세미나에서

공부하는 과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인터뷰를 통해 세미나에서 다루

는 과제는 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존에 출판된 이론 책이나 학술

지 논문 혹은 학위논문이다. 다른 하나는 세미나 참여자들이 작성하는 연

구 계획이나 연구 논문이다. 이 두 가지 종류의 과제는 모두 학술적인 자

료로 볼 수 있지만 과제의 특성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학습자들이 각각 다

른 종류의 자료를 공부하고 세미나에서 자료에 대해 의사소통을 할 때 다

른 경험과 의사소통에 미친 영향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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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問的話，我覺得吧，就是那種把自己論文計畫拿過來發表的那種的話，就是大家

就提問、討論會比較激烈一點吧，然後就是那種書的세미나，書或者論文的세미

나，反而就是大家沒有太多的那種討論。

(중략)

就是那種已經發表過或者論文的話，就沒有太多批判性的問題。那種的話一般就是

發表完，然後就結束了。

질문이면 제 생각에는 자기 논문 계획을 발표하면 질문이나 토론이 좀 더 활발

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책이나 논문을 공부하는 세미나면 토론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발표한 거나 논문이면 비판적 문제는 많이 없을 거고 그

런 거면 보통 발표하고 나서 끝나요.      

[KRL03]

학습자 KRL03의 경우 자기 논문 계획 발표에 대해 질문과 토론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으나 책이나 출판된 논문에 대해 비판적

문제는 많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4) 세미나 참여자 사후 인터뷰 분석 결과

2절에서 세미나에서 나타난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고 3절

에서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영향 요인을 탐색하였다. 3절에서 제시한 요

인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세미나 참여자에게 동의를 구하여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표 III-15> 세미나 사후 인터뷰 대상

구분 현재 과정/세부전공 국적/모국어 성별 한국 체류기간
A-F1 박사 11학기/문법 터키/터키어 남 6년 11개월
A-F7 석사 4학기/문법 중국/중국어 여 1년 9개월
A-F8 석사 4학기/문법 중국/중국어 여 1년 8개월

사후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모든 피면접자가 한국어 학습 기간에 세미나

에 대해 배운 적이 없으며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세미나를 참여한 적도

없다고 응답하였다. A-F1과 A-F8은 이전에 의사소통 전략에 대해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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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있으나 모든 피면접자들이 의사소통 전략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화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인

식이 부족하며 의사소통 전략의 사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세미나에서 발생한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 A-F7이 질문할 때 잘 설

명하지 못할까봐 걱정된다고 하였고, A-F8이 개념 이해가 어렵지만 여러

번 설명을 요청하는 것은 역시 심리적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자신의 언어 능력 부족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질문하고 싶을 때 제가 잘 설

명하지 못할까 봐 걱정돼서 자주 질문하지 못했어요.”

[A-F7]

“개념 이해가 어려워서 다른 선생님에게 여러 번 개념 설명 부탁하기가 힘들었

어요.”

[A-F8] 

“상대방의 발화문제(외국인 경우 언어구사력의 부족, 한국인 경우 불완전한 발

음 및 지나친 말하기 속도) 친절하지 않는 발표 내용이....”

[A-F1] 

A-F1의 경우는 세미나에서 상대방에 의해 발생한 의사소통 문제를 언급

하고 특히 외국인의 경우 언어 구사력의 부족, 한국인의 경우 불완전한 발

음과 지나치게 빠른 발화 속도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응답하였

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학습자 자신의 언어 능력 부족과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일상 대화에서 발생한 문제는 주로 흔히 자주 접할 수 있는 문제인데 세미나 

때 주로 용어나 개념 등 문제들을 접합니다.”

[A-F7] 

“세미나 대화에는 전문지식이 한국어로 표현하는 게 낯설어서 이해하기가 어려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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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8] 

“세미나가 더욱 전문성이 있는 어휘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휘를 기억하거

나 알맞은 어휘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다.”

[A-F1] 

위 자료는 사후 인터뷰에서 발취한 부분이다. 일상대화와 세미나에서 발

생한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 모든 피면접자가 다르다고 응답하였고 일상대

화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는 주로 자주 접할 수 있는 언어적 문제지만 세미

나에서는 용어나 개념 등 혹은 전문지식에 대한 인지적 문제와 전문성이

있는 어휘력 부족으로 인한 언어적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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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의 의사소통 전략

1) 실제 소집단 세미나와 소집단 세미나 교육에 나타난 문제점

소집단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를 통해 소

집단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

국인 동료와 함께 하는 세미나에서 의사소통에 있어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

와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2절에서 의사소통 문

제 발생에 관한 자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자료 A-1]을 제외한 나머지 5

개의 자료들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자료 A-1]의

경우는 발제가 끝나고 나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서 논의에서의 의사소통

양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5개의 자료에서 모두 의사소통 문

제가 발생한 것이 관찰되므로 소집단 세미나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에 있어서 화자 자신의

‘언어 자원 결함’으로 인한 문제보다 자신의 발화나 대화 상대자 발화에 의

한 언어적 문제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소집단 세미나

에서 외국인 학습자가 어느 정도 언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언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보다 다른 유형의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더 많았다. 다음은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발화에

의한 문제’보다 ‘대화 상대자 발화에 의한 문제’가 더 많이 나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소집단 세미나에서 참여자들의 발화를 통해 주어진 주제에

관한 내용을 학습할 때 인지적 처리에 있어 생기는 어려움이 다른 대화 참

여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언어 학습 전략이 아닌 언어 사용 전략인 의사소통 전략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였다.

학습자 심층 인터뷰에서 외국인 학습자가 소집단 세미나에서 느끼는 어

려움이 있으며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언어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으

로 확인할 수 있다. 세미나에서 언어적인 측면에서 발음, 어휘, 문장 표현

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의사소통에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

하였다. 이는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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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절한 의사소통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다. 또한 세미나에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큰 요인 하나가

인지적인 요인이다. 이는 학습자들은 세미나에 관한 장르적 지식 부족, 세

미나에서 학습하는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그리고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사용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나눌 수 있다. 세미나에 관한 장르

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처음에는 세미나 진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며 세

미나에서 학습하는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세미나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전략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상 소집단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과 학습자 심층 인터

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음 몇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 대체

로 학습자가 소집단 세미나에 대한 선행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세미

나에 참여할 때 다소 어려움을 느낀다. 두 번째, 학습자가 소집단 세미나에

서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워하는 원인은 주로 언어적 문제와 인지적 문제로

인한 것이다. 세 번째, 학습자들이 세미나에서 의사소통에 있어 문제가 발

생할 때 이를 해결하는 전략 사용에 대한 인식과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실제 세미나 상황에서 관찰된 문제점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국어교육 과

정에서나 한국어 교재에서도 소집단 세미나 교육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

다. 2017년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에서 한국어

교육 현장 상황과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 체계 등 고려하여 표준 교육과정

의 등급 체계는 초급(1, 2급), 중급(3, 4급), 고급(5, 6급)과 6+급(개방)으로

나누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초, 중, 고급에 따른 목표와 내용이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였으나 6+등급은 개방형으로 설정하여 구체적인 등급의 도달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 한국어교육을 대상으로 설계한 교육과

정이므로 학문 목적 한국어에 관한 내용들은 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다. 또한 세계 지역별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세계 여러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의 최종등급은 6급까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 아

직까지 6급 이상의 한국어교육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

11) 김종섭(2017), <2017년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p24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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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매년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학습자 수가 증가하며 학문 목적

한국어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과정에

서 학문 목적 한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

다.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4단계 연구 결과에서 각 등급에서 다루

는 기능과 과제에 대한 범주화와 목록을 제시하였다. 밴 이케이(Ek, 1980)

와 트림(Trim, 2001), 영어 교육과정 개정안 개발 연구(2011)에서 기능과

과제의 범주와 항목 중에 ‘의사소통 개선하기’가 있으며 그 하위 분류에서

‘반복 요청하기’, ‘확인 요청하기’, ‘표현 요청하기’, ‘이해 점검하기’, ‘표현 제

안하기’ 등 기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

정 적용 연구 4단계에서 제시된 기능 분류에 이러한 의사소통 개선 범주와

이에 필요한 기능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표 III-16> 의사소통 개선하기의 하위 기능 항목(Ek, 1980; Trim, 2001;

영어 교육과정 개정안 개발 연구, 2011)

범주 항목

의사소통 개선하기

천천히 말해 달라고 요청하기, 반복 요청하기, 반복해

주기, 확인 요청하기, 설명 요청하기, 철자 필기 요청하기,

철자 알려주기, 표현 요청하기, 표현 제안하기, 이해

점검하기, 오해 지적해 주기, 생각할 시간을 요청하기

물론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4단계에서 제시된 대

범주의 하위 항목에서 의사소통 개선에 필요한 ‘요청하기’, ‘확인하기’, ‘제

안하기’ 등 기능이 제시되어 있고 각 등급에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등급

별로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의사소통 개선’에 필요한 기능에는 주목하지 않

는다. 또한 이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기능은 기능적 관점에서 일반 상황에

서 수행 가능한 기능을 제시했으나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담화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집단 세미나와 같은

장르적 특징을 지니는 담화 유형에 필요한 기능을 담화 유형에 따라 제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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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4단계 연구에서의

기능 범주 및 항목

범주 항목

정보 요청하기와

정보 전달하기

설명하기, 진술하기, 보고하기, 묘사하기, 서술하기,

기술하기, 확인하기, 비교하기, 대조하기, 수정하기,

질문하고 답하기

설득하기와 권고하기

제안하기, 권유하기, 요청하기, 경고하기,

충고하기/충고구하기, 조언하기/조언구하기,

허락하기/허락구하기, 명령하기, 금지하기,

주의주기/주의하기, 지시하기

태도 표현하기

동의하기, 반대하기, 부인하기, 추측하기, 문제

제기하기, 의도 표현하기, 바람·희망·기대 표현하기,

가능/불가능 표현하기, 능력 표현하기, 의무 표현하기,

사과 표현하기, 거절 표현하기

감정 표현하기

만족/불만족 표현하기, 걱정 표현하기, 고민 표현하기,

위로 표현하기, 불평·불만 표현하기, 후회 표현하기,

안도 표현하기, 놀람 표현하기, 선호 표현하기,

희로애락 표현하기, 심정 표현하기

사교적 활동하기
인사하기, 소개하기, 감사하기, 축하하기, 칭찬하기,

환영하기, 호칭하기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1단계(2010) 및 2단계(2011)에서

등급 체계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설정하였고 등급에 따라 제시된 말하기

목표와 내용을 살펴봤을 때 7급에서의 말하기 목표와 내용은 전문 분야에

관한 내용들이 설정되었다. 7급에 필요한 말하기 기술은 학습자 자신의 전

문 분야(직업적, 학문적 영역)에 관한 말하기 목표와 능력을 설정하였으나

4단계 연구에서 등급 체계 재설정하였기 때문에 7급에 말하기 기술은 삭제

되었고 학문 영역에 관한 내용을 최상급 6급에 말하기 목표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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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8>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1, 2단계 연구에서

제시된 말하기 기술

7급

목표

1. 자신의 전문 분야(직업적, 학문적 영역)에 대해 발표,

토론, 대담할 수 있다.

2. 자신의 전문 분야(직업적, 학문적 영역)에 대해 분명하

고 상세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내용
- 모국어 화자와 유사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말한다.

- 해당 분야의 언어적 특성을 살려 말한다.

<표 III-19>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4단계 연구에서

제시된 말하기 기술

6급

목표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 및 자신의 직업이나 학

문 영역에 대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자

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상세하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

내용

- 친숙하지 않은 사회적·추상적 주제(정치, 경제, 과학 등)나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입장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말한다.

-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나 대담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

한 타당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말한다.

- 대부분의 상황에서 적절한 한국어 대화 및 담화 구조와

전략을 알고 이를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말한다.

- 대부분의 상황에서 한국인과 같은 발음과 억양, 적절한 발

화 속도를 유지해서 자연스럽고 유창하게 말한다. (5, 6급)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4단계에서 제시된 등급별

말하기 목표와 내용은 6급에 필요한 기술을 설정하였으나 실제로 보면 5급

의 목표와 내용은 거의 다른 바가 없다. 최상위 등급에서 갖추어야 할 말

하기 능력이라고 판단되어 한국인 모어 화자가 구사하는 대화 및 담화 구

조에 대한 생산과 전략 활용을 6급에 기술에 포함시켰으나 이 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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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구체적인 예시가 제시되지 않으므로 다소 애매모호하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등급에 따라 설정한 필요한 말하기 기술에 관한 서술이 있으나

이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교육 현장에

서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에 있어서도 소집단 세미나에 관한 내용들을 찾

기 힘들다. 텍스트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학문적 한국어에 관한 텍스트는

전공 강의, 학업 계획서, 연구 계획서, 학술서적, 학술보고서, 학술논문 등

텍스트들이 제시되었으나 실제적으로 학문 분야에서 나타난 다양한 텍스트

를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이 남았다.

2) 의사소통 전략 활용을 통한 문제 해결

인터뷰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집단 세미나는 탐구 대화의 성격을

지니며 학문적 내용에 대한 이해의 정교화가 필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대

화 참여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공동의 지식을 추구하는 목적에 학습자들

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에 있어서도 일반 대화에서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이

다르다는 것으로 본다. 또한 기존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연구

를 검토한 결과는 학문 목적 말하기 교육에 있어 보다 실제적이고 다양한

텍스트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상 제시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략 활용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서의 소집단 세미나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한국어 교육과정에 학문 목적 한국어인 소집단 세미나라는

장르를 포함시키지 못하고 이에 관한 말하기 목표와 기술을 제시

하지 못한다.

둘째, 실제 소집단 세미나 의사소통 양상을 통해 소집단 세미나에서 발

생한 의사소통 문제를 확인하였다.

셋째, 소집단 세미나에 관한 학습자 심층 인터뷰 통해 학습자들이 소집

단 세미나에 대한 장르적 지식과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사용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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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학문 목적 말하기에 학문 분야에서 접하는 다양한 텍스트를 언급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한 텍스트 세분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 다양한

텍스트에 필요한 말하기 기술과 이 텍스트들에 따른 말하기의 목표와 내용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소집단 세미나

를 선정하여 소집단 세미나의 특성과 세미나에 필요한 수행 능력을 제시하

고자 한다.

학습자들이 대화의 장르성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대화를 적절하게 수행

할 수 있다고 본다. 인터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모든 학습자들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세미나를 접한 경험이 없었으며 부분 학습자들이 소집단 세

미나의 본질이나 진행 방식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처음에는 세미나를 수행

하는 데 어려움이 느껴졌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소집단 세

미나에 대한 장르적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소집단 세미나 교육 내용

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전략과 전략 사용에 대한 인식

이 부족하므로 세미나에서 의사소통 문제를 발생할 때 사용 가능한 의사소

통 전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세미나에서 사용 가능한 전략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는 소집단 세미나

의 교육적 시사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이 세미나에서 학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상적인 세미나 대화를 수행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

춰야 한다는 것은 소집단 세미나 교육의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상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4장에서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 내

용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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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 방안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세미나 경험에 관한 인터뷰와 소집단 세미나에서

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소집단 세미나의 장르적 특성

과 이에 따른 의사소통 전략 사용을 밝혔다. 소집단 세미나에서 개념이나

내용에 대한 명확성과 이해를 요구하므로 명확성의 추구가 의사소통 과정

에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세미나에서 어떻게 의사소통 전략을 사

용하여 개념이나 내용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고 지식 구성이 가능한가에

관한 질문이 한국어 세미나 교육의 주요 관심사가 되며 세미나의 본질과

세미나에서 사용 가능한 의사소통 전략을 교육시키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담화 유형은 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이 구성하는

소집단 세미나이다.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한국의 대학원에서 학업 활동을

할 때 한국어는 제2 언어로서 큰 역할을 한다. 이는 일반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와 달리 학문 목적 한국어 능력을 필요로 하며 언어적 능력뿐만 아

니라 보다 고차원적인 인지적 능력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학문 목적 한국어은 체계적이고 세분화한 교육 항목과 내용이 교육과정에

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는 이를 감안하여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해 소집단 세미나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1.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의 목표

대학원 과정에 있는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연구자로서 학술적인 장에서

학습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한다. 소집단 세미나라는 학문 담화 공동체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견해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지식 형성을 가능하

게 만든다. 민병곤(2012: 419)에서는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에서

참여자 간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듣기·말하기 행위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활동이므로 학습을 위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원에서 주요 학습 활동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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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를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의 대상을 선정하였다.

학습 목표란 학습자가 학습에서 성취에 대해 기대하는 결과이다. 교육

목표는 학습 목표에 부합하여 교육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이다. 소

집단 세미나의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의 교육 목

표는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한국어 학습자로서 대학원에서 다른 동료 학습

자들과 소집단 세미나를 진행할 때 지장 없이, 보다 성공적으로 의사소통

을 이루는 데에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습이라는 장에서 대화에 접근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화를 학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인가와 대화를 교육의

‘내용’으로 가르치는 것인가의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 대화는 학문적 지식의 학습을 위해 활용하는 도구로써 학습

자들에게 소집단 세미나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며 소집단 세미나

에서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향하므로 다음과 같이 한국어 소집단 세미

나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습자들이 소집단 세미나에 대한 장르적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둘째, 학습자들이 소집단 세미나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 전략을 인식하

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학습자들이 소집단 세미나에서 의사소통 전략에 따라 나타나는 언

어 표현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학습자들이 소집단 세미나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적절한 사회적 상

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어교육에서 소집단 세미나 교육의 최종 목표는 제2 언어로서의 한국

어를 사용함으로써 대화 구성원들이 공동의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주목된 소집단 세미나에 관한 교육은 학습자들이 세미나

의 본질과 세미나에서 사용 가능한 의사소통 전략을 교육시키는 목표를 지

향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그림 IV-1]와 같이 제시한

세미나 교육 내용의 구성 원리를 적용하여 소집단 세미나 교육 내용을 마

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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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 소집단 세미나 교육 내용의 구성 원리

2.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의 내용

1절에서 제시한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표 IV-1>과 같이 각 교육 목

표에 따른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IV-1>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교육 목표 교육 내용

학습자들이 소집단 세미나에 대한

장르적 지식 갖추도록 한다.

소집단 세미나에 관한

장르적 지식

학습자들이 소집단 세미나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 전략을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세미나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토 전략 제시

학습자들이 세미나에서 의사소통 전략에 따른

언어적 표현을 활용할 수 잇도록 한다.

의사소통 전략에 다른

언어적 표현 제시

학습자들이 세미나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세미나 구성원 간의 이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제시

세미나

양상 분석

세미나

영향 요인 탐색

소집단 세미나 및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이론적 근거

소집단 세미나의 교육 내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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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내용 선정

민병곤(2012: 424)에서는 학습을 위한 화법 교육의 내용 구성은 의사소

통의 담화 유형에 따라 언어적, 인지적, 사회적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통합

적으로 내용 항목으로 진술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

구에서 주목한 소집단 세미나라는 담화 유형에 따른 언어적, 인지적, 사회

적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어 세미나 교육의 목표에 달상하기

위해 언어적, 인지적, 사회적 요소에 따른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몇 가

지 교육 내용 항목을 선정한다.

(1) 세미나에 관한 장르적 지식

인지적 측면에서는 학습자들이 소집단 세미나에 관한 장르적 지식을 갖

춰야 이러한 담화를 수행할 때 보다 이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소집단 세미나에 관한 장르적 지식은 일차적인 인지적 내용 요

소로 선정한다. 앞서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세미나 수행에 관한 기술

에 대한 린치와 앤더슨(Lynch & Anderson, 1991)의 견해에 의하면 세미나

수행에 있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소집단 세미나에 관

한 장르적 지식은 세미나 구조와 수행부터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2) 세미나 구성원 간의 이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제시

사회적 측면에서는 세미나에서 구성원들 간의 이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의 목적을 달성하고 공동의 지식을 구성하게 한다. 세미나라는 담화

유형에 따른 전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패턴이 있기 때문에 학습의 목적을

달성하기 학습자들이 세미나에서 보다 이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교육 내용 요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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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미나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인식

다시 인지적 측면에서 세미나에서 다양한 의사소통 전략을 통해 대화를

수행함으로써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과제 내용에 관한 이해는 의사소통

전략의 사용을 통해 정교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들이 우선 세

미나에서 사용 가능한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효율적

인 전략 사용을 통해 소집단 세미나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이식은 인지적 내용 요소로 간주한다.

(4) 의사소통 전략에 따라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

언어적 측면에서는 발화 의도와 의사소통 전략에 따른 전형적인 언어적

표현을 통해 의사소통 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 의사소통 전략을 수행함으

로써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여 개념이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정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 전략에 따른 언어적 표현은 소집단 세미나

의 언어적 교육 내용 요소로 선정한다.

이상으로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 내용 요소를 선정하고 각 요소에

관한 세분화 교육 내용 항목들을 상세화하여 제시한다.

2) 교육 내용의 상세화

소집단 세미나 교육 내용 요소를 선정하여 언어적, 인지적, 사회적 교육

내용에 대한 상세화가 필요하다. 교육 내용의 상세화는 앞서 교육 내용 요

소에 따른 구체적인 항목들을 다음 <표 IV-2>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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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 내용의 상세화

교육 내용 요소 구체적인 내용

인지적
소집단 세미나에

관한 장르적 지식

-세미나의 목적

-세미나의 진행 방식

-세미나에서 다루는 과제 유형

사회적
소집단 세미나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

-세미나 구성원 간의 이상적인 사회적

사호작용 제시

인지적 의사소통 전략 인식 -의사소통 전략 목록

언어적 언어적 표현 -의사소통 전략에 따른 언어적 표현

인지적 내용 요소의 상세화는 우선 소집단 세미나에 관한 장르적 지식은

세미나의 목적, 세미나 진행 방식, 세미나에서 다루는 과제 유형 등으로부

터 접근할 수 있다. 세미나의 목적은 세미나 구성원들 간의 협력으로 대화

를 수행함으로써 어떤 학술적인 내용에 대한 공동 지식을 구성하여 학습하

는 것이다. 세미나 진행 방식에 있어 2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세미나 수

행에 대한 린치와 앤더슨(Lynch & Anderson, 1991)의 견해를 참고하여 활

용할 수 있다. 린치와 앤더슨은 세미나 수행에 있어 발표와 참여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세미나 진행 방식은 발제와 논

의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발제에서 필요한 수행 능력과 논의에서 필요

한 수행 능력을 제시하는 것을 인지적 내용 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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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3> 소집단 세미나 수행 능력

발제 논의

-내용 전달하기

-보조 자료 사용하기

-신체 언어 사용하기

-질문하기

-이해 확인하기

-종합하기

-이해하지 못함을 표시하기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 요청하기

-설명을 명확하게 요청하기

-질문하기

-동의하지 않기

-응용하기

발제 부분에서 ‘내용 전달하기’는 학습자가 주어진 주제에 관한 공부 내

용을 다른 세미나 참여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세미나에서의 발제 방법과 형식을 학습자에게 알려주

어야 한다. 또한 ‘보조 자료 사용하기’란 주어진 자료 외에 다른 보충 자료

를 스스로 수집하고 발제 내용을 보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도

서관을 이용하거나 다른 참조 자료 찾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보조 자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질문하기’와 ‘이해 확인하기’는 발제자가 발제

과정에서 주어진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다른 세미나 참여

자들이 발제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세미나에서 질문과 이

해 확인을 할 수 있어야 주어진 내용에 대한 모든 세미나 참여자들의 이해

를 증진시킬 수 있다.

논의 부분에 있어 세미나에서 의사소통이 가장 빈번하고 활발하게 이루

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논의에서 모든 세미나 참여자들이 새로운

지식의 형성을 위해 지식 점검과 탐색을 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능력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어떠한 개념이나 내용에 대해 보다 정교한 이해를

추구하가 위해 어떠한 내용에 대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표시하

거나 설명을 더 요청하는 것이 논의에서 필요한 수행 능력이다.

인지적 내용의 두 번째 요소는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인식이며 이에 관

한 교육 내용 상세화는 의사소통 전략 목록 제공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

세미나에서 사용 가능한 의사소통 전략 목록을 제시함으로써 의사소통 전

략 사용에 관한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켜 세미나를 수행하는 데 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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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학문적 말하기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략 사용의 장점

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사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전략 사용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표 IV-4> 소집단 세미나에서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목록

자기 발화에 의한 문제

자기 수정
스스로 풀어 말하기
직접적 도움 요청
간접적 도움 요청
이해 확인
스스로 정확성 확인하기

대화 상대자 발화에 의한 문제

타인 수정
반복 요청
명백히 할 것을 요청
확인 요청
추측하기
제안하기
이해하지 못함을 표시하기
해석적 요약
반응

위에 제시한 <표 IV-4>는 실제 소집단 세미나에서 사용되는 전략들과

소집단 세미나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정한 전략들이다. 소집단 세미나에서

세미나 참여자들이 모두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를 부딪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제2 언어로서 한국어로 세미나를 진행해야 되

므로 자신의 목표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지만 소집단에서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세미나에서 지식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여 일반적인 의사소통 활동보

다 인지적 의미 구성에 있어 더 초점을 맞추어 이를 더 강조하기 때문이

다. 또한 대학원에 입학해 세미나를 참여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어느 정

도 한국어가 숙련되므로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보다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

를 해결하는 데에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지

적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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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내용 요소는 세미나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다. 세미나

는 일종의 사회적 맥락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세미나에서 일어나는 전형적

인 사회적 상호작용 패턴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을 이상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킨다. 또한 발제자와 논의 참여자로서 어떻게 적절하

게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수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 내용도 필요하다.

마지막 언어적 내용 요소는 의사소통 전략에 따른 언어적 표현이다. 앞

서 세미나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 전략 목록을 제시한 후에 학습자들이 실

제적으로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전략에 따른 언어적

표현을 언어적 내용 요소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선정한다. 다음 <표 IV-5>

는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이에 따른 언어적 표현

을 예시로 제시하는 것이다. 실제 수업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해당 상황 맥

락에서 제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언어적 요소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들이

각 전략 사용에 적절한 언어적 표현을 익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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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5>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 해결 위한 전략에 따른 언어적 표현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에 따른 언어적 표현
의사소통 전략 언어적 표현(예시)

자기

발화에

의한 문제

자기 수정 -말하는 즉시에 발화를 스스로 수정하기

스스로

풀어 말하기

-......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

-예를 들어서 ......

직접적 도움

요청

-혹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좀 도와주시겠어

요?

-제가 잘 설명해주지 못한 부분을 대신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간접적 도움

요청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말로 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이해 확인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말한 거 이해가 되셨나요?

스스로

정확성 확인하

기

-제가 이해한 건 맞나요?

-이게 ...(확인할 내용)... 거죠?(의문 억양으로 스스

로 질문하기)

대화

상대자

발화에

의한 문제

타인 수정
-그게 아니라 ...(수정할 내용)... 이런 (뜻인) 것 같아

요.

반복 요청

-방금 말씀하신 거 다시 해주시겠어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

요?

명백히 할 것

을 요청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

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

요?

-여기 이건(명백함 요청할 것) 뭘까요?

확인 요청
-제가 ...(이해한 내용)...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아요?

-제 이해가 맞는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추측하기 -혹시 ...(추측한 내용)...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안하기

-잘 모르겠지만 이건 ...(제안한 내용)... 이런 뜻이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제안한 내용)... 이렇게 하는 게 더 낫

지 않을까요?

이해하지 못함

을 표시하기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해석적 요약
-방금 말씀하신 거 제가 ...(자기가 해석한 내용을을 

요약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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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의 방법

1)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의 원리

옥스퍼드 외(Oxford et al., 1990)에서는 언어 학습에서 전략 훈련에 있어

정확한 전략 인식의 강조, 전략 사용의 유익점 논의, 맥락적이고 기능적인

전략 연습, 언어 수행의 자기 평가와 모니터링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한 접

근법을 제시하였다. 전략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들 중 하나가 전략 중심 지

도법이다. 전략 중심 지도법은 학습자 중심의 접근법이며 학습자들이 이를

통해 언어 학습과 사용에 체계적인 전략 사용의 유익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외국어학습에서 학습자 전략의 사용은 학업성취도와 의사소통 능력 향상

에 다루어지고 있다(김인영, 2016). 이는 학습자의 언어 학습 전략과 언어

사용 전략이 학업성취도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

로 보이며, 학습자 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외국어 교수·학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전략 중심 지도법의 전제는 언어

학습과 언어 사용에서 학습자가 채택할 수 있는 가능한 전략들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언어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Cohen, 1998: 65).

최근 들어 외국어교육에서 언어 지도에서 학습자 요구에 관한 관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때문에 외국어 교수·학습 상황에서 교사와 학습자 각자의

역할과 책임도 달라졌다. 성공적인 언어 학습을 위해 학습자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며 개인의 언어 학습 요구에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주도적인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언어 지도에서 학습자에게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학

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언어 능력과 부족을 진단할 수 있도록 언어 발달

에 있어 더 자기주도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게 만든다.

전략 중심 지도법의 전제는 언어 학습과 언어 사용에서 학습자가 채택할

수 있는 가능한 전략들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언어 학습이 성공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다(Cohen, 1998: 65). 언어 지도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언어를

스스로 ‘어떻게 학습하는가를 학습하는 것’과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학습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되었다(Cohen, 1998: 66). 따라

서 외국어 교실에서 ‘학습자에게 스스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를 가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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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Brown: 2007: 148)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외

국어 교수·학습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전략 중심 지도법에서 학습자들이

언어 학습 과정을 통해 더 폭넓은 전략 사용을 인식하고 능숙하도록 명시

적으로 훈련받으면 언어 학습에 유리하다는 기본적인 주장이 전제가 된다.

위버와 코엔(Weaver & Cohen, 1998)에서 학습자들이 다음 몇 가지 전제

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언어 학습 능력과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① 학습자 자신의 언어 학습의 능력과 부족에 대한 자기 진단

② 무엇이 언어 학습에 더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인식하게 되는 것

③ 폭넓은 문제 해결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

④ 익숙한 학습 전략과 미숙한 학습 전략을 모두 실험하는 것

⑤ 언어 과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것

⑥ 자신의 언어 수행을 모니터하고 자기 평가하는 것

⑦ 성공적인 전략을 새로운 학습 맥락에 옮겨 적용하는 것

그러나 언어·학습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더 많은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학습자를 성공적인 학습자로

만드는가를 파악해야 하며 교실에 성공적인 전략 사용을 위한 환경을 구축

함으로써 성공적인 외국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게 만든다.

전략 중심 지도법의 적용에 있어 매킨타이어와 노엘(MacIntyre &

Noels, 1996)에서 전략 중심 지도법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학습

자들이 먼저 전략 자체와 전략 사용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하며 전략 사용

은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언어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전략에 대한 이해를 가

지도록 해야 하며 전략 사용의 긍정적 효과를 인식하도록 해야 함을 제시

하였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소집단 세미나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전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략 중심 지도법을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 수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브라운(Brown, 2007: 151)에서도 전략 중심 지도법을 효과적으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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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적용하는 데에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사는 학

습자의 학습 유형과 잠재적인 전략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전략 중심 지도

법은 의사소통 중심의 언어 수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교사가 학습자

에게 수업 이외의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상 논의한 바로 소집단 세미나에 관한 의사소통 전략 훈련은

옥스퍼드 외(Oxford et al., 1990)에서 제시한 순서를 바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전략 훈련은 전략 훈련 전의 언어활동 수행, 언어활동과 전략 사

용에 대한 인식, 다른 유용한 전략 제안 및 제시, 새로운 전략 사용의 연습

기회 제공, 다른 과제에서 전략의 다양한 적용 가능 제시, 새로운 과제에서

전략 사용 및 전략 선택 기회 제공, 학습자 전략 사용 성공 여부 평가 등

순서로 구성되었다(Oxford et al,, 1990; Cohen, 1998: 72 재인용). 이 전략

훈련 순서는 일반적인 기본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소집단 세

미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전략 훈련 순서와 내용을 다음 [그림

IV-2]와 같이 설정하였다.

전략 훈련 전 단계에서 아무 교육 조치 없이 학습자들이 세미나를 수행

하도록 한다. 1차 세미나를 끝낸 후에 학습자들이 방금 세미나를 수행한

것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이때 세미나에 관한 학습자 경험과 생각을 공

유하는 시간이 된다. 특히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직면한 의사소통 문제

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했는

지 검토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그 다음이 바로 전략 제시 단계이다. 이 단

계에서 소집단 세미나에서 의사소통 해결을 위해 사용 가능한 전략을 제시

한다. 학습자들에게 전략 제시한 후에 새로 배운 전략들을 연습하는 기회

를 제공한다. 또한 실제적인 전략 사용 제시를 통해 학습자들이 다양한 전

략 사용을 익힐 수 있다. 전략 사용 익히기 끝난 후에 다시 세미나를 수행

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방금 배운 전략들을 세미나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세미나 수행 후에 학습자들이 자신의 전략 수

행 능력에 대해 자기 평가를 하도록 하는 순서이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

에게 자신이 배운 전략들을 잘 수용하고 이 전략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

가에 대해 자기 평가를 할 기회를 제공하며 전략 사용을 내재화 시킨다.

이 전략 훈련 순서는 다른 교수·학습 방법과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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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인 전략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자들이 1차 세미나 수행과 세미나

에서의 전략 사용 논의를 통해 일차적으로 전략에 대한 인식과 세미나에서

의 전략 수행 능력에 대한 1차 자기점검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략 훈련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언어 수행 능력을 점검하게 하

고 전략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양성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전략 훈련 전·후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전략

훈련 전과 후의 자기 점검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림 IV-2] 소집단 세미나에 관한 전략 훈련 순서

세미나 수행(전략 훈련 전)

세미나 수행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세미나에서의 전략 사용에 대한 인식)

다른 유용한 전략 제안 및 제시

새로운 전략 사용의 연습 기회 제공

다른 과제에서 전략의

다양한 적용 가능 제시

새로운 과제에서 전략 사용

및 전략 선택 기회 제공

학습자 전략 사용 성공 여부 평가

(자기주도적 학습자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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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 중심 지도법(SBI)을 활용한 소집단 세미나 교육 방안

앞서 <표 IV-2>에서 제시한 소집단 세미나 교육 내용 요소와 구체적인

항목을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소집단 세미나 교육 내용과

전략 중심 지도법의 교수·학습 원리를 바탕으로 소집단 세미나 교육 연구

순서와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표 IV-6>와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IV-2]

에서 제시한 전략 훈련 순서는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교육 순서이므로 소

집단 세미나 교육의 구성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소집단 세미나 교육 순서는 세미나에 관한 장르적 지식과 전략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교육 순서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

다. 우선 [순서 I]에서 학습자들이 세미나에 관한 장르적 지식을 익히도록

한다. 따라서 세미나의 목적과 진행 방식, 세미나에서 다루는 과제 등에 대

한 자세한 정보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한다.

의사소통 전략 교육 내용은 [순서 II]의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지식을 증

진시키는 것과 [순서 III]의 의사소통에 따른 언어적 표현을 익히는 것이

포함된다. [순서 II]에서 의사소통 전략 사용의 목적과 필요성을 강조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전략 목록을 제시한다. 그리고 소집단 세미

나의 목적과 특징에 부합하여 소집단 세미나에서 사용되는 의사소통 전략

을 따로 제시한다. [순서 III]은 각 의사소통 전략에 따른 언어적 표현을 제

시하고 익히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실제 세미나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사용 양상과 이에 따른 언어적 표현 사용을 보여준다.

세미나에 관한 장르적 지식과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지식을 익힌 다음에

[순서 IV]에서 방금 배운 내용을 실제 세미나에서 수행하고 [순서 V]에서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 시간을 갖도록 한다. [순서 IV]에서 상대적으로 단

순한 수행 단계이며 전 단계 [순서 III]에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배운 의사

소통 전략과 이에 따른 언어적 표현을 실제 세미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순서 IV]는 학습자들에게 전략 사용과 세미나 수행에 대한 자기 점

검 시간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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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6> 소집단 세미나 교육 순서

위에 제시한 교육 내용 및 순서를 토대로 전략 중심 지도법을 활용한 소

집단 세미나 수업 모형은 다음 <표 IV-7>과 같이 제시하였다.

순서 핵심 항목 내용

I

장르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학습자에게

세미나에 관한

장르적 지식을

익히도록 한다.

-세미나의 목적

-세미나의 진행 방식

-세미나에서 다루는 과제 유형

II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학습자에게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의사소통 전략의 목적

-의사소통 전략 사용 다양화의 필요성

강조

-의사소통 전략 제시

-세미나에게 사용되는 의사소통 전략

제시

III

의사소통

전략에 따른

언어적 표현

익히기

학습자에게

의사소통

전략에 따라

사용되는

언어적 표현을

제시하여

익히도록 한다.

-세미나에서 이상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의사소통 전략에 따른

언어적 표현을 전략 별로 제시한다.

-실제 세미나에서 의사소통 전략으로

구현된 언어적 표현을 제시한다.

IV
세미나

진행하기

학습자들이

실제로

세미나를

진해하도록

한다.

-세미나에 대한 장르적 시직, 의사소통

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에 따른 언어

적 표현 학습 등 이전 시간에 배운

것을 실제 세미나에서 응용하도록 한

다.

V
결과 점검 및

평가하기

학습자들이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응용하여

수행했는지를

검점한다.

-학습자가 자신이 이전 시간에 배운 것

을 실제 세미나에서 얼마나 잘 활용

하고 수행했는지를 점검하고 교사로

부터 피드백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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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7> 소집단 세미나 교육 모형

수업 단계 구체적 내용

준비 사전 준비하기
선정된 과제에 대해 미리 공부하

고 준비하기

1, 

2

교

시

도입

(25분)

세미나에 대한

인식

-세미나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기

-세미나의 장르적 지식 제공하기

사전 수행

(45분)
세미나 수행하기

실제적으로 준비한 내용을 바탕

으로 1차 세미나 수행하기

인식

(30분)

세미나 수행 및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논의

-세미나 수행과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의사소통 전략 및 사용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3, 

4

교

시

제시

(30분)

의사소통 전략

제시

-세미나에서 발생한 의사소통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가능

한 의사소통 전략 제시하기

-이상적인 세미나 수행 방식 및

태도 제시하기

적용 및 

수행

(50분)

2차 수행에서

의사소통 전략

적용

이전 단계에서 학습한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내용을 적용하여 2

차 세미나를 수행하기

평가

(10분)

전략 사용에 대한

자기 점검 및

평가

2차 세미나에서의 전략 사용에

대한 학습자 자기 점검 및 평가

하기

마무리

(10부)
교사 피드백 제공

학생들이 질문하고 교사로부터

피드백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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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 세미나 수업 모형은 크게 8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 8단계는 4차

시로 나누어 각 시간에 주요 수업 단계가 들어간다. 각 차시는 50분 단위

로 1, 2교시와 3, 4교시는 각각 100분, 총 수업 시간은 200분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이 수업 모형은 크게 1, 2교시와 3, 4교시의 구성으로 나뉜다. 1

교시 전에 준비 단계가 있다. 이 단계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주어진 주제에

대한 공부를 하는 단계이며 수업에서 진행하는 단계 아니므로 1, 2교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1, 2 교시는 ‘도입’, ‘사전 수행’과 ‘인식’ 단계로 구

성되며 3, 4교시에서 ‘제시’, ‘적용 및 수행’과 사후 수행 및 평가 단계인

‘평가’와 ‘마무리’ 단계로 구성된다. 1, 2교시에는 주로 세미나에 관한 장르

적 지식을 증진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나 3, 4교시에는 주로 학습자들

이 의사소통 전략과 사용에 관한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

었다. 다음은 각 단계 별로 구체적인 수업 내용과 예시를 서술하도록 한다.

① 준비 단계

세미나라는 장르의 특성 중 하나가 일반 대화와 달리 구성원들이 대화를

수행하기 전에 선정된 과제에 대한 공부와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는 것이

다.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세미나 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학습자들이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과제를 공

부하고 학습자들이 과제에 대한 기존의 개인적 지식을 구성한다.

<표 IV-8> 준비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수업 예시

수업 단계 구체적 내용 예시

준비 단계

선정된 과제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기

세미나 구성원들에 의해 주제를 정하고 다음

세미나에서 진행할 내용을 각자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도록 한다.

예시: 

‘대화분석’ 세미나에서 ‘대화분석론’이라는 책을 

공부하기로 한다. 세미나 진행 방식은 책 내용

을 순서대로 정독하고 각 부분의 발제자를 선

정한다. 매번 세미나 하기 전에 참여자들이 해

당 내용을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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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입 단계

수업을 시작하고 ‘도입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각자 세미나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세미나에 관한 사전 지식을 점검한다.

<표 IV-9> 도입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수업 예시

수업 단계 구체적 내용 예시

도입 단계

(25분)

세미나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세미나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기

(10분)

학습자들에게 세미나에 관한 참여 경험과 인식

을 물어본다.

예시: 

학습자들이 세미나에 관한 자기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도록 한다. 

“여러분이 세미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세미나

를 참여한 적이 있으세요? 세미나를 참여할 때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세미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미나의 장르적

지식 제공하기

(15분)

교사가 세미나라는 장르와 이의 장르적 특성과

지식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한다.

-세미나의 목적, 진행 방식과 과제를 제시하기:

<표 II-4 소집단 세미나의 성격>와 [그림 II-9 

소집단 세미나의 구조] 참조

예시: 

-우선 세미나의 형식과 진행 방식을 알려준다. 

“세미나는 일반적으로 대학원에서 자주 하는 

학술적 토론이에요.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의 전

공 분야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세미나 진행에 따라 발제와 논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세미나에서 보통 발제할 사람이 먼저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 참여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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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분짜리의 ‘도입 단계’에는 ‘세미나에 대한 생각 공유하기(10분)’과 ‘세미

나에 관한 장르적 지식 제공하기(15분)’로 구성된다. 세미나에 대한 지식

점검을 통해 학습자들 각자의 인식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세미나에 대한

논의를 공유한 후에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세미나에 관한 장르적 지식을 제

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세미나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표 IV-10> 세미나에 대한 장르적 지식 제공

세미나에 대한 장르적 지식 제공하기 위해 위와 같은 구체적인 교육 항

목을 제시한다. 우선 세미나의 목적과 세미나에서 다루는 문제의 성격을

밝힌 다음에 세미나의 구조와 진행 방식을 제시한다. 세미나 진행에 따라

핵심 발언권자가 누구인지와 청중의 역할과 이상적인 태도를 제시한다. 발

제자와 청중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청중 역

할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한다.

핵심 항목 내용

세미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세미나의 

장르적 지식 제공하기

세미나의 성격 및 구조 제시

-목적: 연구자로서의 전문 지식 형성 및 정교화

-문제 성격: 학술적인 주제에 관한 정보와 논의가

예상된다.

-진행 방식: 발제와 논의로 나눈다.

-핵심 발언권자:

발제-> 발제자

논의-> 전체 참여자

-발제자 역할: 주어진 내용을 발제하고 관련 정보

를 추가하거나 논의할 점을 제공한다.

-청주의 역할: 질의응답하거나 자신의 견해나 관

련 정보를 제시하고 논의한다.

-사회자의 역할: 세미나 진행(필요한 역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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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1> 소집단 세미나에서 참여자들의 역할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집단 세미나에서 주요 역할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발제’에서 발제자가 주도적으로 일방적 담화를 수행하며 발제를

맡은 내용을 다른 참여자에게 제시한다. 발제 과정에서 발제자가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으며 관련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다. 또한

발제 내용과 관련하여 전체 세미나 참여자들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점을

제공하는 것도 발제자 역할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논의’에서는 전체 세미

나 참여자가 공동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세미나 참여자들이 주도적으로

쌍방적 담화를 수행한다. 이때 모든 세미나 참여자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으며 좀 더 깊이 논의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논의하거나 추가 정보를 제

공할 수도 있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

제 내용과 관련하여 새로 구성된 지식을 연구에 응용을 시도할 수도 있다.

③ 사전 수행 단계

‘사전 수행 단계’에서 전략 훈련을 들어가기 전에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

로 세미나를 한 번 진행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세미나를 수행하는 동안

교사가 세미나 수행 양상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이때 학습자들은 전략 훈

련을 받기 전이므로 세미나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함을 예상할 수 있으나

세미나 수행 동안 교사가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세미나 수

행 양상을 나타내도록 한다. 세미나 수행은 ‘발제(20분)’과 ‘논의(25분)’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한다.

발제자 역할 청중의 역할

발제자 주도적

(일방적 담화)

주어진 주제에 대한 내용 제시하기,

질문하기,

관련 정보 추가하기,

논의할 점을 제공하기

세미나 참여자 주도적

(쌍방적 담화)

질문하기,

논의하기,

추가 정보 제공하기,

견해 제시하기,

지식 응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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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2> 수행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수업 예시

④ 인식 단계

‘인식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세미나를 끝난 후에 세미나 수행과 수행 과

정에서 나타난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인식 단계’는 ‘세미

나 수행에 대해 논의하기(20분)’과 ‘의사소통 전략 사용 인식 증진시키기

(10분)’으로 나뉘다. 참여자들이 방금 수행한 세미나와 세미나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이때 학습자들이 세미나 수행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가 될 수 있으며 논의에서 출발하여 교사가 의사소통 문제와 의

사소통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레 도출한다. 학습자들이 세미나에서

발생한 의사소통 문제를 의식하고 교사가 학습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략의 사용이 필요하고 전략 사용은 의사소통 문제

해결과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한다.

수업 단계 구체적 내용 예시

사전 수행 

단계

(45분)

실제적으로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1차 세미나

수행하기:

발제(20분)

논의(25분)

-발제할 때 유의해야 할 언어적인 형식과 진행

방식을 학습자들에게 알려준 다음에 발제를 맡

은 학습자가 맡은 내용을 다른 참여자들에게

발제한다. 발제 후에 내용에 대해 논의한다.

예시: 

-발제에 적합한 언어적인 형식과 진행 방법을 

알려주고 발제를 진행하도록 한다.

“보통 발제에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기가 공

부한 내용을 요약하는 식으로 하면 돼요. 특히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나 예시

로 제시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발제가 끝나고 전체 참여자들이 논의를 하도

록 한다.

“이제 발제가 끝났죠. 그럼 방금 들은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토론

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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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3> 인식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수업 예시

⑤ 제시 단계

‘제시 단계’에서 교사가 세미나에서 발생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사용 가능한 의사소통 전략을 제시한다. ‘제시 단계’는 크게 ‘의사소통

전략 제시하기(20분)’과 ‘이상적인 세미나 수행 제시하기(10분)’으로 나뉜다.

이때 교사가 학습자에게 의사소통 전략 목록을 제공하여 이 전략들이 사용

수업 단계 구체적 내용 예시

인식 단계

(30분)

세미나 수행과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20분)

학습자에게 세미나를 수행하는 동안 느껴지는

어려움과 의사소통 문제가 무엇인지 논의한다.

예시: 

학습자에게 세미나에서 느껴지는 어려움과 의

사소통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학습자들

이 소감을 공유하도록 한다.

“여러분이 방금 세미나를 할 때 어렵거나 의사

소통 할 때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왜 어려울까요? 또한 그런 문제

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사소통 전략 및

사용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10분)

의사소통 전략이라는 개념과 의사소통 상황에

서 전략을 사용하면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예시:

의사소통 전략이 무엇인가와 의사소통을 사용

하는 목적을 학습자들에게 알려준다. 의사소통 

전략 사용이 한국어 말하기·듣기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우리가 외국어로 대화나 토론을 할 때 어려움

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사용해요. 의

사소통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

는 전략은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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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구체적인 상황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실제 의사소통 전략

사용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세미나에서 흔히

사용되는 의사소통 전략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 교

사가 이상적인 세미나 수행 방식과 이상적인 세미나 참여자의 태도와 자세

를 명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세미나 참여에 좋은 역할 수행을

할 수 있게 한다. 이상적인 세미나 수행 방식과 태도 제시에 있어서 ‘소집

단 세미나 수행 능력’과 ‘소집단 세미나에서 참여자들의 역할’을 위주로 제

시할 수 있다. ‘제시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수업 예시는 다음 <표 IV-14>

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표 IV-14> 제시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수업 예시

(다음 쪽에 이어서 )

수업 단계 구체적 내용 예시

제시 단계

(30분)

세미나에서

발생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의사소통 전략

제시하기

(20분)

의사소통 문제 해결 위한 의사소통 전략을 학

습자들에게 제시한다.

-일반적인 의사소통 전략과 세미나에서 사용되

는 의사소통 전략을 제시하기:

<표 IV-5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 해결 위한 

의사소통 전략> 참조

예시:

세미나에서 사용 가능한 의사소통 전략을 제시

하고 학습자들이 이 전략들을 인식하도록 한

다. 

“전략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이 있어요. 그러

나 세미나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전략들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세미나에서 우리가 

전문 지식을 배우는데 이때 정확한 개념을 알

아야 돼서 다른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이해했

는데 혹시 제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에요.”



- 178 -

⑥ 적용 및 수행 단계

‘적용 및 수행 단계’에서 말 그대로 교사가 학습자들이 2차 세미나를 수

행하고 세미나에 의사소통 전략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때 학습자들이 이전

단계에서 학습한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내용을 활용하여 2차 세미나를 수

행한다. 이 단계는 ‘사전 수행 단계’와 마찬가지로 ‘발제(20분)’과 ‘논의(30

분)’으로 나뉘며 학습자들이 세미나와 의사소통 전략에 대해 배운 후에 보

다 활발한 의사소통이 기대되므로 ‘논의’에 있어 ‘사전 수행’ 때보다 더 많

은 시간이 주어진다. 교사가 세미나 수행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은 한

제시 단계

(30분)

이상적인 세미나

수행 방식 및

태도 제시하기

(10분)

세미나에서 참여자들의 역할과 필요한 수행 능

력을 제시한다. 실제 세미나 진행 상황을 영상

으로 보여준다.

-<표 IV-3 소집단 세미나 수행 능력>과 <표 

IV-11 소집단 세미나에서 참여자들의 역할> 

참조

예시: 

세미나 진행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준 다음에 

학습자에게 세미나를 수행하는 방식을 물어본

다.

“세미나를 할 때 발제와 논의 두 가지 부분으

로 나눌 수 있어요. 발제에서는 자기가 준비한 

요약 내용을 발표하면 되는데 논의 부분에서는 

이번에 공부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거나 토론하

는 거예요. 발제에서 예를 들어서 발제자가 자

기가 말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했는지

를 확인하든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든지 할 

수 있어요. 또한 논의에서는 발제한 내용을 이

해하지 못함을 발제자에게 표시를 하거나 설명

을 다시 한번 요청하거나 자기가 잘 이해했는

지를 다른 사람에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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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 개입하지 않고 학습자들이 수행하는 양상을 관찰하고 이전 단계

에서 배운 내용을 적절하게 적용하는지를 확인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학습

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준비를 한다.

<표 IV-15> 적용 및 수행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수업 예시

⑦ 평가 단계

‘평가 단계’에서 2차 세미나에서 학습자들이 전략 사용에 대한 자기 점검

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

자들이 2차 세미나를 수행했을 때 부딪친 의사소통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사용하려는 시도와 실제 전략 사용에 대해 회상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 자기 평가는 학습자들이 자기 평가지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과 수행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전략 사용에 대

한 자기 검점과 자기 평가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자가 될 것을 기대한다.

수업 단계 구체적 내용 예시

적용 및 

수행 단계

(50분)

이전 단계에서

학습한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내용을 적용하여

2차 세미나를

수행하기:

발제(20분)

논의(30분)

학습자들이 세미나의 장르적 지식과 의사소통

전략에 대해 배운 내용을 세미나에서 적용한

다.

예시: 

학습자들이 배운 내용을 세미나에서 적용하도

록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2차 세미나 수행에

서  사용한 전략을 기록하도록 한다.

“방금 우리가 세미나와 의사소통 전략에 대해

서 배웠는데 이제 배운 것을 활용해서 다시 세

미나를 할까요? 세미나를 할 때 자기가 사용한 

전략을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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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6> 평가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수업 예시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방금 수행한 세미나와 전략 사용에 대한 자기

평가를 가지는 시간이므로 학습자용 자기 평가지를 배부하여 자기 평가를

하도록 한다. 세미나 수행과 전략 사용에 관한 자기 평가지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수업 단계 구체적 내용 예시

평가 단계

(10분)

2차 세미나에서의

전략 사용에 대한

학습자 자기 점검

및 평가하기

학습자들이 방금 수행한 2차 세미나에서 의사

소통 문제와 전략 사용에 대해 자기 평가를 한

다.

-세미나 수행에 관한 자기 평가지로 사후 수행

을 평가하기

예시: 

세미나와 의사소통 전략에 대해 배운 것을 2차 

세미나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학습자

들이 자기 평가를 하도록 한다. 

“방금 세미나를 할 때 자기가 사용한 전략을 

적으라고 했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아까 세미

나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자기 평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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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평가지

이 평가지의 목적은 여러분이 스스로 세미나와 전략에 관한 내용을 학습한

후에 2차 세미나에서의 수행과 전략 사용에 대한 자기 평가를 위한 것이다. 이

자기 평가지는 수업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점검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차 세미나를 중심

으로 세미나 수행과 의사소통 전략 사용에 대해 생각하며 솔직하게 평가하시

면 됩니다.

1. 나는 세미나에 대한 이해를 가진다.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2. 나는 세미나 참여자의 역할과 필요한 수행 능력을 안다.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3. 나는 의사소통 전략 사용의 유익점을 안다.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4. 나는 세미나에서 발생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안다.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5. 나는 수업에서 제시된 전략들에 대해 이해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6. 나는 수업에서 제시된 전략들을 사용하는 줄 안다.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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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는 2차 세미나에서 세미나 참여자로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했다.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8. 나는 2차 세미나에서 발생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9. 나는 2차 세미나에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사용했다.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10. 나는 2차 세미나에서 전략을 사용해서 의사소통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11. 전체적으로 나는 수업에서 배운 것을 2차 세미나에서 잘 활용했다.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12. 종합적으로 이번 수업에서 나의 수행에 대한 자기 평가는?

( 점 / 10점 만점)

13. 세미나 수행과 전략 사용에 대해 다음에 개선하려고 하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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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마무리 단계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교사가 학습자들의 자기 검점과 자기 평가 결

과를 확인하고 학습자에게 전략 사용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또

한 교사가 이 단계에서 학습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소집단 세미나 수업을

마무리한다.

<표 IV-17> 마무리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수업 예시

본 연구에서 소집단 세미나에서 의사소통에 전략 사용과 영향 요인을 탐

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 중심 지도법을 활용함으로써 이상 8 단계로 구

성된 세미나 교육 수업 모형과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였다.

수업 단계 구체적 내용 예시

마무리 

단계

(10분)

학생들이

질문하고

교사가 피드백

제공하기

교사가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자들이 질문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한다.

예시:

또한 교사가 학습자들이 수행한 2차 세미나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습자들이 질문할 수 

있도록 한다.

“아까 여러분이 자기 평가를 했는데 이제 선생

님도 방금 2차 세미나 했을 때 좋은 점과 아쉬

운 점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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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요약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하는 외국인 학습자가 많아진 바에 학문 목적 한

국어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요구도 증가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직면하는

학습 활동은 다양하게 있으며 학습 활동에 따라 유학생들이 느끼는 어려

움 정도가 다소 차이가 있다. 이중에서 대학원생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세

미나에 관한 학습 활동에 대한 어려움이 다른 학습 활동에 비해 상대적으

로 많다는 것을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러한 문제를 감안하고 세마나라는 담화 유형의 장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학원 과정에서 자주 수행하는 소집단 세미나에 대한 교육 연구를 진행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원 과정에 있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세미나를 수

행하는 양상과 세미나에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을 통해

세미나의 교육적 의의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인 동료와 함께 하는

소집단 세미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한국어 학습자가 소집

단 세미나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그 원인이 무엇인가? 셋째, 한국어 학습자

에게 소집단 세미나에서 나타난 의사소통 문제가 무엇인가? 또한 발생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넷째, 한국어 학습자가 소집단 세미나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가?

I장에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학문 목적 말하기에 관한 연구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집단 세미나의 장르성을 확립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의사소통 전략 사

용과 이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II장에서 우선 세미나에 관한 논의와 이론을 살펴보아 소집단 세미나의

본질과 다른 담화 유형과 구별되는 장르적 특성을 밝혔다. 2절에서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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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전략에 관한 제2 언어 학습이론을 살펴보았다. 의사소통 문제의 규명과

기존의 개념을 넓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세미나에서 언어적 및 인지적 의

사소통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 가능한 의사소통 전략을 도출하였다.

III장에서 대화분석을 통해 세미나에서 나타난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

을 밝혔고, 학습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세미나에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과 영향 요인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한국어 세미나의 교육적 의의를 도출하였다.

IV장에서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교

육 내용을 선정하여 상세화하였다. 3절에서 전략 중심 지도법의 교수·학습

원리를 활용하여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의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상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학습자들은 소집단 세미나에 대한 장르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

으므로 세미나를 수행할 때 다소 어려움이 느껴진다.

둘째,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에 있어 소집단 세미나에 관한 교육 내용의

부재로 인해 학습자들이 세미나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셋째, 소집단 세미나에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소통 전략은 기

존에 논의해온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 이외에 인지적 의사소통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전략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사소통 전략 사용이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익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략 중심 지도법을 활용하여 소집단 세미나 교육 방안을

설계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를 답하기 위해 설계한 연구였다.

2. 제언

본 연구에서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외국인 대

학원생들이 학습 활동 중 세미나를 많이 어려워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 내용과 방안을 모색하였다. 소집단 세미나 교

육 방안을 설계한 본 연구의 의의가 다음과 같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세미나에서 발생한 의사소통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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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밝혔다. 둘째, 세미나에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

하였다. 셋째, 의사소통 전략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전략 중심 지도법

을 도입한 세미나 교육 내용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의 체계화가 시급하게 필요하고

학문 목적 말하기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학

문 목적 한국어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네 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각 영역에 속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명하고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

의 위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에 속하지만 질적 연구의 특

성을 더 고려해 보아 질적 연구에 보다 가까운 연구 방법을 통해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진정한 질적 연구를 이루기 위해 소집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

요가 있으며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과정에 일어나

는 변화와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연구 자료 수집에

있어 보다 다양한 관찰 대상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집단 세미

나에서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으나 후속 연구를 보다 세밀한 연구 성과가 이

루어지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서 소집단 세미나를 중심으로 이에 관한 교육 방안을 설계하

였다. 한국어 학문 목적 말하기 교육의 필요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향후 보

다 다양한 장르의 학문 목적 말하기에 관한 교육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루

어야 하며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자주 접하는 학습 활동 유형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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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mall-group Seminar Education 
for KSL Graduate Students: 

Focusing on the use of Communication Strategies
  

Lu, Chia-Ch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seminar in Korean through conversation analysis of seminars that

are actually operated and by exploring the factors influencing

communication in seminars through in-depth interview with Korean

learners. Until now, the studies that have been dealt with in speaking

in KSL education for academic purposes have mainly been focused on

debate, discussion and presenta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for foreign student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y

showed a lot of interest in speaking for academic purpose, especially in

speaking in seminars, and KSL learners have difficulties in speaking in

seminars.

    In addition, the existing studies on speaking in academic purpose

do not show the importance of the genre of ‘seminar’, and there is little

study on seminar in KSL education. In recent years, however, the genre

factors of seminar have been emphasized, and the education contents

have been suggest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studies. It is

required to focus on semanar in KSL education because the seminar

which had not received much attention before has become a new

research topic of Korean language speaking education.

     In this study, the theoretical foundations for seminar educ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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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L education was derived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on speaking

in academic purpose, talk for learning, and communication strategies. In

contrast to the existing communication strategies theories that

suggested only communicative strategies that solve linguistic

communication problems, this study focuses on communication

strategies that solve cognitive communication problems. By participate

in seminars held at the graduate school and observing the

communication problems and communication strategies in seminars

through conversation analysis, the use of the communication problems

and of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are revealed. Case studies show

examples of ideal communication in seminar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communication in seminars, post-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the participants of the seminar and in-depth interviews

were held with foreign graduate students who were studying the same

subject.

     In conclusion, the content and the speaking program of seminars in

KSL education are designed.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use of

strategies in the second language learning, a strategy-based instruction

is introduced for seminar in KSL education and the teaching model for

seminar was designed in chapter IV. The cognitive contents of

education, such as knowledge of genre of seminar and recognition of

communication strategies used in seminars, social interaction in

seminars in the social content of education, and linguistic contents of

education, such as language expressions according to communication

strategies, are suggested.

     This study contributes to academic purpose learners to become

self-directed learners through strategy training. KSL education now

needs to continually develop studies of various genres in academic

purpose rather general purpose Korean education.



- 201 -

Key word : seminar, small-group seminar, exploratory talk,
communication problems, communication strategies,

strategies-based instruction(SBI)

Student Number : 2014-2526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 연구
	1) 학문 목적 말하기에 관한 연구
	2) 학습 대화에 관한 연구
	3) 한국어교육에서의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연구

	3.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1) 연구 방법
	2) 연구 대상


	II. 이론적 배경
	1. 소집단 세미나의 교육적 논의를 위한 전제
	1) 소집단 세미나의 개념
	2) 소집단 세미나의 특성
	3) 소집단 세미나의 구조

	2. 의사소통에 관한 제2언어 학습이론
	1) 의사소통의 본질
	2) 의사소통 문제
	3) 의사소통 전략


	III. 소집단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전략 양상 분석
	1. 연구 설계
	1) 연구 대상
	2) 연구 설계
	3) 연구 절차

	2. 소집단 세미나에서 나타난 의사소통 전략
	1) 소집단 세미나에서 발생한 의사소통 문제
	2) 소집단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

	3.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영향 요인
	1) 학습자 요인
	2) 사회·환경적 요인
	3) 장르 및 과제 요인
	4) 세미나 참여자 사후 인터뷰 분석 결과

	4.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의 의사소통 전략
	1) 실제 소집단 세미나와 소집단 세미나 교육에 나타난 문제점
	2) 의사소통 전략 활용을 통한 문제 해결


	IV.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 방안
	1.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의 목표
	2.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의 내용
	1) 교육 내용 선정
	2) 교육 내용의 상세화

	3.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의 방법
	1)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의 원리
	2) 전략 중심 지도법(SBI)을 활용한 소집단 세미나 교육 방안


	V. 결론
	1. 요약
	2. 제언

	참고 문헌
	부록
	Abstract


<startpage>14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5
  1) 학문 목적 말하기에 관한 연구 5
  2) 학습 대화에 관한 연구 6
  3) 한국어교육에서의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연구 9
 3. 연구 방법 및 연구 대상 12
  1) 연구 방법 12
  2) 연구 대상 14
II. 이론적 배경 16
 1. 소집단 세미나의 교육적 논의를 위한 전제 16
  1) 소집단 세미나의 개념 16
  2) 소집단 세미나의 특성 34
  3) 소집단 세미나의 구조 41
 2. 의사소통에 관한 제2언어 학습이론 45
  1) 의사소통의 본질 45
  2) 의사소통 문제 49
  3) 의사소통 전략 57
III. 소집단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전략 양상 분석 69
 1. 연구 설계 69
  1) 연구 대상 69
  2) 연구 설계 69
  3) 연구 절차 71
 2. 소집단 세미나에서 나타난 의사소통 전략 72
  1) 소집단 세미나에서 발생한 의사소통 문제 76
  2) 소집단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 81
 3. 세미나에서의 의사소통 영향 요인 115
  1) 학습자 요인 116
  2) 사회·환경적 요인 134
  3) 장르 및 과제 요인 140
  4) 세미나 참여자 사후 인터뷰 분석 결과 144
 4.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의 의사소통 전략 147
  1) 실제 소집단 세미나와 소집단 세미나 교육에 나타난 문제점 147
  2) 의사소통 전략 활용을 통한 문제 해결 152
IV.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 방안 154
 1.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의 목표 154
 2.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의 내용 156
  1) 교육 내용 선정 157
  2) 교육 내용의 상세화 158
 3.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의 방법 164
  1) 한국어 소집단 세미나 교육의 원리 164
  2) 전략 중심 지도법(SBI)을 활용한 소집단 세미나 교육 방안 168
V. 결론 184
 1. 요약 184
 2. 제언 185
참고 문헌 187
부록 193
Abstract 199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