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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국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중급 학

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가 이미 획득한 한국어 지식으로부터 정보를 생

성하여 전략을 이끌어내는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실제 사용 양상을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요인을 언어수준과 학습유형 중심으

로 관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요인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에 미

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중국인 중급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

킬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언어 기반 전략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

을 두고 있다.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목표언어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생각, 느낌 등을 잘 표현하게 함과

동시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여전히 문법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사용

하는 환경이 부족해서 말하기 능력의 신장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습자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목표언어 지식

을 충분히 활용하여 전략을 이끌어내는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발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의

사소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목표언어를 더 많이 노출할 수 있으

며 학습자들의 발화 유창성 및 전반적인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

다. Dörnyei(1997)에서 밝혔듯이 개별 학습자가 100개의 단어만으로도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의사소통전략을 잘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의사소통전략이 말하기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전략에 속한 목표언어 기반 전략은 의사소통을 보

조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목표언어 지식

의 활용을 촉진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의 목표

언어 기반 전략 사용 양상을 분석하면서 학습자 요인인 언어수준 및 학

습유형과 전략 사용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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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Ⅰ장에서는 목표언어 기반 전략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 나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가 설명적 말하기 과제를 수행하는 과

정을 녹음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사용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인 언어수준 및 학습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TOPIK 시험 성적과 ILS 설문지에 근거하여 수집하였다.

Ⅱ장에서는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표언어 기반 전략 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였다. 먼저 1절에

서는 철학적인 관점으로 의사소통의 개념, 모형 및 유형을 살펴보면서

설명적 말하기 상황을 규정했고 그 동안 이루어진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여러 학자들이 논의를 재정리하였다. 2절에서는 의사소통전략 연구에서

많이 인용된 여러 의사소통전략 정의 및 분류를 논의한 후 3절에서는 목

표언어 기반 전략의 개념 및 세부 유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학습유형

의 정의 및 유형을 살펴보고 학습유형과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이의 관

계를 논의한 후 학습유형을 전략 사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삼았

다.

Ⅲ장에서는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양

상을 살펴보았다. 1절에서는 Ⅱ장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양상의 분석틀을 설계하였다. 2절에서는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양상 분석틀을 토대로 학습자들의 실제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의

전체적인 양상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학습자의 언어수준(TOPIK 3급/4

급)에 따라 비교 분석을 했고 3절에서는 학습유형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

들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 양상을 분석 및 논의하였다. 결과적으

로는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모든 전략 유형의 사용에 있어서 언어수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학습유형에 따르면 감각적 학습자들이 의미 인

접 전략을 직관적 학습자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였고 구두적 학습자들이

묘사 전략 및 신조어 전략을 시각적 학습자보다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

였다. 마지막 4절에서는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목표언어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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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사용 양상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Ⅳ에서는 Ⅲ장에서의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교수학

습방안을 구안하였다. 1절에서는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하였고, 2절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하였다. 3절에서는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교수학습 원리를 논의하였고 마지막 4절에서는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목

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인 언어수준 및 학

습유형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교수학습 방안

을 설계하였다.

＊ 주요어 : 한국어 교육, 말하기 교육, 말하기 능력, 중국인 한국어 학습

자, 의사소통전략, 목표언어 기반 전략, 언어 수준, 학습유형

＊ 학번 : 2016-2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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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외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중심의 언어교수를 중시함으로써 외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이 목표언어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자기

의 생각, 느낌 등을 잘 표현하여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

적으로 상대방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이 강조되어

왔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메시지 전달이나 자신을 표현하는 데 큰 비중

을 차지하는 언어 기능인 말하기에 대한 교육을 중요하게 다뤄야 하지만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교육에서 문법

지식 뿐만 아니라 사회언어학적 지식, 전략적 지식 등을 균형 있게 지도

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아직까지 문법중심으로 다

루고 있으며 의사소통에 필요한 ‘사회언어학적 능력, 담화적 능력, 전략

적 능력’1) 등 기타 능력을 균형 있게 지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특히 말하기 교육 현장에서 ‘전략적 능력’에 대한 지도가 부족하고

그 하위에 속한 의사소통전략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김은혜(2011: 367)에서 “문어, 구어, 혹은 문어와 구어의 통합적 성격을

지닌 것(이메일, 문자메시지)의 전반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 능력을 ‘전략적 능력’으로, 이 전략적 능력이 지닌 추상적 개념이

실제적으로 구체화된 전략을 ‘의사소통 전략’”으로 정의한 바가 있다. 즉,

의사소통전략이란 학습자가 말하기를 수행하는 데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

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기

술이며 의사소통 능력의 일부분이다.(王丹, 2008) 그러나 이 ‘전략적 능

력’ 하위에 속한 ‘의사소통 전략’이 원어민 화자의 언어 수준까지 도달하

기 힘든 학습자에게 굉장히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전략’에 대한

1) Canale & Swain(1980)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담화적 능력(discourse competence), 사회 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전

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네 가지 하위 범주로 세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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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이나 암시적인 지도가 미흡하다. Dörnyei(1997)에서 언급했듯이

어떤 학습자는 100개의 단어만으로도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의사소통전략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의사소

통전략이 말하기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

미진(2016)에서는 ‘의사소통 전략의 사용은 학습자가 목표어 모어 화자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받고, 이해 가능한 출력을

산출해야 하는 동기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의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王丹(2008)에서도 의사소통 전

략이 언어 학습자들이 목표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서도 의사소통을 계속하고자 하게 만드는 전략이고 화자에게 목표언어를

더 많이 노출되게 하며 목표언어를 연습하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중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부족하여 한국어 말하기 능

력 신장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자에게 언어 지식 활용 증

진 및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전략의 사용을 격려해야

하며 의사소통전략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습자들이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자주 접하게 되는 설명적 말하기 상

황2)에서 화자만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 상대적 비상호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화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

해야 하며 말을 길게 하게 된다. 이에 외국인 화자가 언어 지식의 부족

으로 인해 정보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대화가 중단되는 여러

가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의사소통 전략

중에서도 상대방의 도움 없이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목표언어 지식으

로부터 정보를 생성하여 전략을 이끌어내는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사용

하여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처럼 목표언어 기반 전략3)이

2) 본고에서의 ‘설명적 말하기 상황’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발화자 일방적으로 청자에

게 정보를 설명 및 전달하는 비사호적인 말하기 상황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이론 근

거는 2장 1절을 참고.

3) 본고에서 ‘목표언어 기반 전략’은 학습자들이 배우고 있는 목표언어로부터 전략을 이

끌어 내는 전략을 지칭한다. 이 전략 범주는 일찍이 Bialystok(1983)에서는 의사소통

전략을 ‘제1언어 기반 전략 (L1 based strategy)’, ‘제2언어 기반 전략 (L2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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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목표언어 지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서 학습자의 발

화를 지원하며 말하기의 유창성을 신장하는 전략이기에 목표언어 기반

전략에 대한 교육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은 언어지식이 불완전한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목표언어 지식을 활용하는 목표언어 기반 전

략의 사용 양상과 그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기존의 의사소통 전략 연구들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을 관찰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상자는 주로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목표언어인

한국어를 활용하는 목표언어 기반 전략이 잘 사용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학습자의 언어 학습 환경이 언어 학습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으로부터 많은 언어 교육 학자들이 ‘외국어로서의’ 언어 교육 과 ‘제

2언어로서의’ 언어 교육을 구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에서는

의사소통 전략 연구에 있어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

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구에서의 결과는 한국 내 학습자들이 한

국에서 생활하며 한국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기 때문에 목표언어 기반

전략이 잘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 학습자 의사소통전략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주로 학습자의 언어 수준, 말하기 과제 그리고 특정 말하기 상황으로

파악했다. 학습자의 내적인 요인, 예를 들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 성격,

태도, 인지유형 등이 의사소통전략 사용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에 관한 연구는 최욱(2011)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외향적 및 내향적

성격인 학습자의 의사소통전략 사용 양상을 관찰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학습자 내적인 요인과 의사소통전략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많이 부

족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최욱(2011)에서는 학습자를 단순하게 외향적

및 내향적 학습자로 구분하는 것이 과연 학습자의 학습 행위를 확인할

strategies)’, ‘비언어적 전략 (Nonverbal strategy)’로 분류한 것에 ‘제2언어 기반 전략’

을 바탕으로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새로 정리된 의사소통전략 범주이다. 구

체적인 하위 유형은 2장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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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간다. 학습자 언어 수준과 의사소통전략 사용

의 관계를 관찰한 많은 연구들이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주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포괄적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실제적으로 같은 초급

이나 중급 학습자 중에서도 언어 능력, 특히 말하기 능력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4)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유형이 그 내적인 특성, 즉, 학습자

의 인지, 정서, 성격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된 패턴이어서 이것으로

학습자의 의사소통전략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학습자 내적 요인과 학습자 전략 사용의 관계를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습자의 학습유형과 언어 수준 위주로 관찰하고자 한다. 학습자

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유도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적 말하기 과제5)를 제공하여 과제 유형을 설명될 대상에

따라 개념 설명, 사물 설명, 사건 설명으로 설계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대화 상대자, 과제 유형 등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

습자 언어 수준을 중급으로 한정하였고, 중급에서도 다시 한국어능력시

험(TOPIK) 성적에 따라 3급, 4급 수준으로 나누었다. 한국어능력시험

(TOPIK)에서는 말하기 시험을 설계하지 않아서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

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점이지만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는 데 가장 객관적이며 신뢰도가 높은 시험이다.

중국의 각 대학교마다 나름대로의 한국어 능력 평가 도구가 있지만 객관

성 및 신뢰성을 쉽게 확정하기 어려워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으로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학습자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에

4) Sirirat(2009)에서는 태국인 중급 학습자를 ‘상위/중위/하위’로 세분하여 세 집단 간 의

사소통 전략 사용의 분명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5) Narantuya(2016)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상호적 상황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목표어

산출 분담이 더 크고 비상호적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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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지도하여 중급 학습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목

표언어 지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장애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 방

안을 마련해 주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개념과 유형이 무엇인가?

둘째, 학습자들의 언어 수준과 학습유형에 따른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 양상은 어떻게 되는가?

셋째,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목표언어 기반 전략에 관한 지

도 방안은 무엇인가?

2. 선행연구 검토

한국어 교육에서의 의사소통전략 연구는 주로 의사소통전략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연구, 학습자 의사소통전략 사용양상에 대한 연구, 의사소통

전략 훈련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의사소통전략 교육 방안 및 교육 자료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

의사소통전략의 정의 및 유형에 관해서는 진제희(1999, 2000)의 연구

에서 상호작용 상황과 비 상호작용 상황을 다르게 보면서 학습자들이 상

호적, 비상호적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전략의 사용양상을 관찰하였다. 그리

고 의사소통전략의 분류 유형 중 같은 기준으로 분류된 전략을 가려서

‘주제 회피, 메시지 회피, 코드 전화, 외국어화, 직역, 풀어 말하기, 유사

어, 신조어, 비언어적 전략, 도움 요청’으로 분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학습자 의사소통전략의 사용양상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

다. 이민경(2004), 王丹(2008), Sirirat(2009), 정미경(2011), 김은혜(2011), 최옥

(2011), 이소영(2012), 안주호(2012), 홍수민(2013), Khundaga, Narantuya(2016)

등이 있다. 그 중에 이민경(2004), 王丹(2008), Sirirat(2009), 정미경(2011)

등 연구에서 제2언어 기반 전략 혹은 목표언어에 근거하는 의사소통전략

유형을 언급하였고 명시적으로 제2언어 기반 전략이라는 전략 범주를 나

뉘거나 다른 전략 범주에 제2언어 기반 전략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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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2004)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가 대화 상대자에 따라, 즉, 대화 상대

자를 한국어 원어민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 두 경우로 나눠 의사소통전략

사용양상을 관찰하였다. 결론은 학습자들이 원어민과의 대화에서 의사소

통전략을 보다 많이 사용했으며, 제2언어에 근거한 전략을 주로 사용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2언어에 근거한 전략의 범위를 ‘근접한 표현’, ‘복

구’, ‘유사하게 발음하기’, ‘신조어’, ‘우회적 말하기’로 밝혔다. 일본인 학

습자 간의 대화에서는 서로 이해 가능 입력과 이해 가능한 발화를 제공

하도록 노력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 숙달도 및 모국어가 다른 대화 상

대자 등 대화 상대자의 변인을 다양화하지 못한 것이 한계점으로 남아있

다.

王丹(2008)에서는 중국 대학교에서 몇 학기 동안 담당한 ‘한국어회화’

수업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서 자

주 사용하는 의사소통전략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각각 15명

정도의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이며 연구 결과는 학습자들이 의사소

통전략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휘를 활용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학습자 언어 수준과 의사소통전략 선호 양상 간의 밀접한 관계를 밝혔

다. 또한 한국어 체계에서 한자어가 다수 차지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이

신조 단어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전략의 사용을 권장했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해

야 함과 동시에 의사소통전략의 지도에 대하여 일정한 가르침을 주었다.

이 연구는 의사소통전략 분류에서 목표언어 기반 전략에 해당되는 전략

범주가 ‘한국어 근거 전략’이고 그 하위 전략으로는 ‘어휘의 의미 관계를

이용하기, 풀어서 말하기, 신조 단어, 복구, 관용 문형을 이용하기’ 등이

있다.

Sirirat(2009)는 태국 내 대학교 4학년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학습자들의 성취도와 과제에 따른 의사소통전략 사용 양상을

관찰하였다. 학습자의 한국어 성취도 판단은 연구자가 한국어능력시험

대화부분을 참고하여 개발한 평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실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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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를 성취도 ‘상위 집단’, ‘중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으로 나뉘었

다. 연구에 따르면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성취적 전략을 더 선호하

며 제2언어에 근거한 전략, 즉, 이 연구에서는 ‘유사어’, ‘신조어’, ‘자기

수정’, ‘일반화’, ‘풀어 말하기’, ‘해체’를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학습자 성

취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전략의 사용 빈도가 낮아진다고 밝혔고 과제에

따라 의사소통전략 사용양상도 다르게 나타났으며 어휘 설명 과제에서

의사소통전략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한 학

교에서 4학년 23명의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학습자 성취도 평가 방법을 객관성과 신뢰도의 측면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정미경(2011)에서는 학습자 말하기 수준에 따른 의사소통전략 사용 양

상을 관찰하였다. 학습자들을 모집한 후 한국어능력시험의 17/18회의 어

휘와 문법 기출문제로 학습자의 어휘, 문법 수준을 파악하고 나서 인터

뷰 형식으로 말하기 능력도 평가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자 말하기

수준을 상/하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의 의사소통전략 분석틀도 Dörnyei(1997)

의 의사소통전략 분류를 참고했고 좀 더 보완하여 제2언어 전략이라는

범주가 있었다. 제2언어 전략 하위에는 ‘우회적 표현, 근접한 표현, 다목

적어 사용, 신조어, 재구조화, 유사하게 소리 나는 단어 사용, 복구’로 나

뉘었다. 결과는 말하기 수준 하위 집단이 의사소통전략을 더 많이 사용

하였고, 상위 집단이 ‘문제 해결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밝힌 것에 의미

가 있다.

최욱(2011)은 학습자 성격요인을 고려하여 외향적인 학습자와 내향적

인 학습자에 따른 의사소통전략 사용양상을 고찰하였다. 전략 분석 기준

은 Dörnyei(1997)의 의사소통전략을 참고하여 구성했다. 그 중에 제2언

어 기반 전략이라는 범주를 제시하여 하위 전략을 ‘복구, 근접한 표현,

유사하게 발음하기, 신조어, 우회적 표현’ 등으로 세분화 했는데 이민경

(2004)에서의 제2언어에 근거한 전략 유형과 같다. 연구 결과는 외향적

인 학습자가 내향적인 학습자보다 의사소통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도

움 요청과 ‘복구’ 전략을 자주 사용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는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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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성격적인 요인이 언어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시켰

고 학습자들이 자신의 성격에 대해 의식함으로써 언어 학습에 있어서 자

신 성격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김은혜(2011)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개념인 전략적 능력과 의사

소통 능력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여 의사소통전략의 정의도 새롭게 정리하

였다. 그것은 “의사소통 전략은 화자의 불충분한 언어 능력 때문에 일어

나는 의사소통 중의 좌절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 뿐 아니라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는 의사소통을 계획하는 단

계에서 마치는 단계에 걸쳐 언어적, 사화 문화적, 정의적, 상황 맥락적

영역을 관장하며 초인지적으로 관여하는 전략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하였다. 연구자는 인하대학교에서 한국어 학습을 시작한 초급반

교환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역할극, 발표 등 평가 과제를 통해 학

습자의 의사소통전략 구현 양상을 관찰하였다.

이소영(2012)에서는 중국인 중급 학습자들이 의사소통전략을 사용하는

데 어떠한 어휘나 표현이 나타나는지에 중점을 두고 학습자들의 전략 사

용에 나타난 어휘와 목표 어휘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관

찰한 의사소통전략은 주로 학습자 자신이 직접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

는 전략 유형으로 제1/제3 언어 근거 전략과 제2언어 근거 전략을 다루

었다. 그 중에서 제2언어 근거 전략은 ‘대체, 예시, 일반화, 풀어 말하기

(신조어, 묘사), 우회적 표현, 재구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학

습자들이 제2언어 근거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하위 전략에서 풀어 말하

기 전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전략에서 나타난 어휘와 목표 어

휘의 의미 전달과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구체명사를 사용할 때 의사소통

전략이 가장 다양하고 용언을 사용할 때 두 가지 전략을 혼합해서 사용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

하여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어휘의 의미적 관계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말하기 전략 교육까지 어휘 교육과 통합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안주호(2012)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 간 실제 상황에서의 자연 담화 자

료를 수집하여 담화에서 학습자 언어 자원 결함으로 인해 사용된 비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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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의사소통전략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학습자들이 ‘수정 보완’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 중에도 ‘타인 수정’보다 ‘자기 수정’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회피전략’인데, 고급

학습자는 이 전략 하위의 ‘메시지 대치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와 달리 초급 학습자들은 ‘메시지 포기 전략’을 더 빈번하게 사용함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 학습자들 간의 자연 발화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주호(2013)에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

자끼리 혹은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자유 담화 자료를 수집하여 의사소통

하는 도중에 학습자가 자신의 모어로 코드 전환하거나 서로 공동적으로

아는 언어로 코드 전환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이 연구에서 코드전환

전략에 대한 관점은 이중언어학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코드전환이 단지

학습자 목표언어 언어능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초급에는 언어 자원의 결함으

로 인해 코드전환이 발생하지만, 중·고급 수준으로 발달하면서 집단의식

을 느끼기 위한 사회언어학적 원인, 자신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나기 위

한 원인으로 코드전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 한국

어 학습자 코드전환 현상 연구가 초·중급 학습자 언어 자원의 결함을 보

완하는 관점에서만 한정한 것을 지적하고 새로운 관점을 보여줬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홍수민(2013)에서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를 분석하였

다. 한국어 교재 대화문에서의 의사소통전략과 학습자 실제 의사소통에

서 사용되는 의사소통전략을 비교 분석을 하여 교재 대화문에서의 의사

소통전략인 ‘청자 전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교재에서 제시된

의사소통전략이 학습자 실제 발화에서의 의사소통전략과는 일치하지 못

한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 학습자 실제 발화에서의 의사

소통전략을 교재 대화문으로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기초 자료로 될 수 있

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허문하(2016)에서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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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과 한국어 모어화자 10명을 연구 대상으로 일대일 일상대화의 녹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친숙

한 관계로 한정하였고 중국인 한국어 중, 고급 학습자들이 대화에서 사

용된 의사소통전략을 관찰하여 전략을 사용한 원인을 ‘어휘적 요인’ ‘문

법적 요인’ ‘상황 맥락적 요인’ ‘시간적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그렇지만

이 연구의 연구 대상자 수가 적은 편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한국

인 화자끼리, 중국인 화자끼리의 의사소통전략 사용양상을 함께 대조하

지 못했다. 각 원인별 의사소통전략의 성공률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지 못한 점도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Naratuya(2016)에서는 JTBC에서 제작한 예능 오락 프로그램 ‘비정상

회담’을 중심으로 총 10회분 방송자료에 출연한 11개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한국어 학습자 18명을 대상으로 녹음자료를 수집하여 한국어 학습

자의 의사소통전략 사용 양상을 화자, 청자, 그리고 기타 변인으로 분리

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비상호적 전략과 그것의

하위 전략인 화자 전략을 높은 빈도로 사용하며 학습자가 비상호적인 상

황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목표어 수준이 높은 학습자이므로 목표어

근거 전략에 더 많이 의존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학습자의 모어 배경에

따라 전략 사용 양상이 다르고 대화 상대자가 한국어 모어화자인지에 따

라 학습자의 의사소통전략 사용 양상이 달랐다. 그러나 이 연구는 소수

의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점

이 있고 방송에서의 발화는 대본이 있을 가능성이 커서 유의미한 자연

발화 자료로 보기 어렵다.

의사소통전략 훈련과 교육 방안/자료에 대한 연구는 장미숙(2005), 왕

단단(2009), Ainur(2010), 심은희(2011), 조위수(2012), 조인정(2014), 정미

진(2016)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는 목표언어 기반 전략 유형에 관한 지

도가 있지만 목표언어 기반 전략 혹은 제2언어 기반 전략이라는 전략 범

주를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체계적으로 전략 지도 내용이나 방안을 제시

하지 않았다.

장미숙(2005)에서는 먼저 교사들의 의사소통전략에 대한 인식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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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학습자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눠 목표언어에 근거하고 상

호작용 촉진시키는 1)풀어 말하기 2)도움 요청 3)분명히 말하기 등 전략

을 훈련하였다. 그 중에 풀어 말하기 전략이 실제로 목표언어 지식을 활

용하는 전략이고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세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실험집단의 의사소통전략 능력이 증진된 것을 확인하였다.

왕단단(2009)에서는 중국인 3급 한국어 학습자 20명과 4명의 한국어

모어화자를 대상으로 개념 확인 과제와 역할 수행 과제를 진행하여 중국

인 학습자의 의사소통전략 사용 양상을 고찰하였다. 학습자 각 의사소통

전략의 사용 빈도와 성공률을 기준으로 의사소통전략의 교수 목록을 추

출하여 의사소통전략 교육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학습자당 녹음

된 자료가 적은 편이고 전략 목록 추출에 있어서 기준이 단순화된다는

점은 이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inur(2010)는 ‘바꿔 말하기’전략을 국어교육에서의 ‘환언’을 참고하여

다시 세분화하고 ‘단어수준’의 바꿔 말하기를 ‘우회적 표현(묘사 등)’, ‘근

접한 표현 전략(유의/반의어 등)’으로 나누고, ‘문장수준’의 바꿔 말하기

는 ‘문장형태 바꾸기’, ‘문장성분의 어순 바꾸기’, 그리고 ‘전체적인 문장

바꾸기’ 전략으로 분류하여 카자흐스탄인 한국어 학습자의 ‘바꿔 말하기’

전략의 사용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바꿔 말하기’ 전

략 체계에 따라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심은희(2011)는 전화상황에서의 의사소통전략 교육 방안을 구안하였

다. 교육 방안에서 주로 서비스전화 상황의 실제 114 통화 녹음내용을

제시하여 통화중의 의사소통전략과 어휘, 표현을 학습한 후 마지막 단계

학습자들이 스스로 114에 전화하게 하는 과제중심 교수학습 방안이었다.

이 연구가 전화 상황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제시한 의사소통전략은 주로

상호적인 전략이었다.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면서도 자주 수행하는 전화

상황을 초점을 두어 전화 담화의 구조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각 단계에서

의사소통전략을 사용할 때 필요한 한국어 어휘 및 표현을 제시한 것이

의미가 있다.

조위수(2012)는 학습자들의 자연 발화에 주목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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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담화 자료를 수집하여 반복전략 사용양상을 관찰하였다.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반복 전략을 기능별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

으로 반복전략의 기능별로, 학습자 숙달도를 고려한 TTT(Task 1-Teach

1-Task 2)교수 모형을 제시하였다. 논문에서 교수요목을 배치하고 교수

원리, 내용선정 기준 등도 구체적으로 같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인정(2014)은 의사소통 전략을 정규 언어 교육 과정에 도입하는 것

을 시도하였다. 학습자의 참여 능동성을 높이기 위해 트위터 계정 활용

과 학습자 피드백을 잘 주고받을 수 있는 무들(Moodle)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습자에게 영어로 번역된 한국만화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다시 만화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게 하였다. 학습자들이 같은 문장을

다르게 번역한 내용을 보고 의사소통전략의 사용 사례로 설명한 것이다.

(예: ‘okay, all done’ - 직역: 오케이, 다했다./ 근접한 표현: 오케이, 다

끝났다.) 이 연구에서 의사소통전략 중에 직접적 전략에 대한 교수만 다

루고 있다는 것은 한계점으로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미진(2016)에서는 의사소통전략을 중심으로 교육 자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먼저 교육 자료에서 다룰 수 있는 의

사소통전략의 선정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였고, 이를 교육 자료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의사소통전략의 선정은 학습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

용을 포기하거나 대체하지 않는 전략을 우선으로 하며, 한국어를 사용하는

전략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표현에 있어서 되도록 한

국어의 문법적 정확성을 지키면서 한국어 모어 화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

는 표현을 우선순위로 두었다. 이 기준에 따라 논문에서 직접 도움요청과

간접 도움요청을 위주로 교육 자료 구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상 선행 연구를 살펴봤듯이 한국어 교육에서 기존 의사소통전략에

관한 연구는 학습자의 의사소통전략 사용양상 위주로 진행돼 왔다. 이들

연구에서의 대상자는 주로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어를 제2언어(KSL)

로 배우고 사용하는 학습자들이다. 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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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환경은 외국에서 한국어를 외국어(KFL)로 배우는 학습자들의 환경

과 매우 다르므로 이 두 집단의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빈도와 상황도 많은 차이가 나며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전략 사용 빈도와

양상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자기 모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을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한국에서 거주하

는 학습자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목표언어 기반 전략에 집중하는 연구는 많이 없었

다. 목표언어 기반 전략이 학습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목표언어로부터

자원을 얻고 적극적으로 발화를 생산해주는 유용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이들 전략을 간과하거나 다른 전략 범주로 간단히 다루

고 있다. 몇몇 연구에서 제2언 근거 전략으로 다루는 전략은 ‘복구 전략’,

‘유사하게 발음하기’, ‘수정하기’ 그리고 ‘반복 전략’ 등의 전략까지 포함

되어 논의됐는데 이들 전략이 다른 범주의 전략과 혼동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복구 전략’이 어떤 상황에서 일종의 ‘반복 전략’이라

도 할 수 있으며, ‘유사하게 발음하기’ 전략이 소리를 내기는 내지만 일종

의 ‘비언어적’ 전략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ialystok(1990)에

서는 의사소통전략 유형 중의 ‘제2언어 기반 전략(L2 based strategies)’

기준으로 확실히 학습자의 목표언어 자원을 활용하는 ‘의미 인접, 묘사, 신

조어’위주의 전략을 목표언어 기반 전략으로 주장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전략 사용 양상을 관찰하는 데

의사소통전략의 사용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습자 언어 수준,

대화 상대자, 과제 유형 등 요인으로 논의하였다. 학습자 언어 수준을 초

급, 중급, 고급으로 포괄적으로 보고 같은 등급에도 학습자들이 획득한

언어 지식이 상이한 경우를 간과한 것이다. 대부분 연구에서 학습자의

언어 성취도를 통제하여 각기 다른 성취도에 도달한 학습자들이 같은 과

제를 수행하여 의사소통전략의 사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를 얻었

다. 대부분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언어 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전략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며 의사소통전략별 고르게 사용한다는 결과를 얻었

다. 그러나 Sirirat(2009)에서는 태국인 중급 학습자 중에 하위 수준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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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가 의사소통전략의 사용 빈도가 더 높았다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과

제 유형은 비상호적으로 어휘 설명하는 과제, 그림이나 사진 묘사하는

과제, 이야기 다시 말하는 과제로 많이 사용하며 상호적인 과제는 학습

자 간 혹은 학습자와 원어민 화자 간의 자유 대화를 요구하거나 주제를

주고 담화를 요구하는 형식들이 있었다. 이들 과제 유형에 따라 학습자

의 의사소통전략 사용 양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많은 연구에서

밝혔다.

학습자 성격 요인이 의사소통전략 사용에 영향이 있다고 증명한 연구

는 최욱(2011) 한 편 있었는데 외향적 성격과 내향적 성격은 학습자 요

인 중에 일부만 되어 학습자의 언어 학습 스타일을 좀 더 종합적이며 포

괄적으로 보려면 학습자의 학습유형(Learning style)을 파악할 필요가 있

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내적인 요인들을 의식하고 그의 영향을 능동적

으로 관찰하며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의 학습유형이 언어학습

의 학습전략(Learning strategy)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있고

김애주(2017)에서는 학습유형이 일부 학습전략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

로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습전략 중 ‘보상적 전략’이라는 범주가 있

는데 의사소통전략이 바로 학습전략 하위의 ‘보상적 전략’에 속한다고,

즉, 학습전략의 일부분으로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학습자의 학습유형이 의사소통전략의 사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

다는 것을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내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급 학습자로 연구 대

상으로 삼아 같은 중급 학습자들 간 언어 성취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

들 학습자를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기준으로 3급 및 4급으로 세분

화하였다. 학습자 학습유형을 수집해서 이 두 가지 요인이 학습자의 목

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자 한다. 목표

언어 기반 전략이 비상호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과제 유형은 대화가 아니

고 대화 상대자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과제는 학습자들에게 발화를

많이 요구하고 학습자들이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설명대상에 따라 개념설명, 사물 설명, 그리고 사건 설명으로 과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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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실태와 전략 사용 빈도가 학습자의 언어 수준, 학습유형과의 관계

를 밝히고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목표언어 기반

전략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 50명을 피험자로 선정하여 학습

자의 말하기과제 수행 발화를 녹음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50명 학

습자를 한국어능력시험(TOPIK) 결과에 따라 3급 수준인 학습자 25명, 4

급 수준인 학습자 25명으로 구분하였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학습자는 대

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실험 대상자가 여성 학습자가 남성

학습자 보다 훨씬 많았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한국어

능력시험(TOPIK)으로 구분한 것은 중국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수

준을 측정하기 위한 통일된 실험이 없고 학교마다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그리고 평가 체계가 달라서 학교 성적으로 한국어 수준을 판단하기도 어

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말하기 평가가 결

여된 상황이지만 이 시험이 현재 종합적으로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파

악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측정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구 대상을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선정하였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발화에서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양상을 밝히는 데에 있다.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은 학

습자가 이미 일정한 수준의 목표언어 지식을 획득한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이 경우에는 학습자가 한국어의 기초 어휘나 문법 지식을 획득한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급 학습자들은 아직까지 목표언어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에 무리가 있다. 중급 학습자의 경우

에는 이미 한국어 기초 어휘나 지식을 갖고 있지만 고급 학습자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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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지식이 불완전하여 발화 상 어려움이 좀 더 많아서 의사소통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가장 많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의 상세 정보는 <표 Ⅰ-1>과 같다.

학습자 수 고유 번호 성별 한국어 수준
25명 S1~S25 남: 4명 여: 21명 3급
25명 S26~S50 남: 3명 여: 22명 4급

<표 Ⅰ-1> 실험 대상자 정보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 양상을 관찰할 때

전략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과 학습

자의 학습유형 위주로 고려하였다.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은 한국어능력시

험(TOPIK) 결과 기준으로 하여 수집하고 학습자의 학습수준은 Webtool

ILS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양적으로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과 학습자의 학습유형이 목표언어 기반 전

략의 사용 빈도와의 관계를 SPSS 25 프로그램으로 U 검증 통계분석을 실

시하였다. 질적으로는 학습자들이 실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녹음하여

전사한 후 담화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제 자료 수집은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 50명에게 2018년 4월 20

일부터 2018년 5월 10일까지 수집하였다. 대부분 학습자의 정보와 발화

자료의 수집은 연구자가 직접 실험 대상에게 수집하였으나 일부 실험자

가 지역 거리가 멀어서 해당 학습자의 담임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이론 연구를 통해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실험 과제는 설명적

말하기 상황에 부합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과제[이하 ‘과제 1’로 부름]은 목표언어 기반 전략 중 어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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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계를 활용하는 의미인접 전략을 관찰하기 위해 어휘를 설명하는 과

제를 설정하였다. 두 번째 과제[이하 ‘과제 2’로 부름]과 세 번째 과제[이

하 ‘과제 3’로 부름]은 어휘적인 단서가 없고 목표언어 기반 전략인 묘

사와 신조어 전략의 사용 양상을 좀 더 많이 관찰할 수 있는 사진 묘사

하기 과제와 그림순서대로 이야기하기 과제였다. 또한 이 세 가지 과제

는 설명적 말하기의 설명 대상으로 개념 설명, 사물 설명, 사건 설명으로

설정한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한 후 다른 학습자

에게 과제 내용을 누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과제 유형별 2, 3개씩 비

슷한 과제를 준비한 방법을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 과제 유형마다 하나

의 과제만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소규모 피험자에게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과제 유형별로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면 학

습자가 과제의 영향을 받아서 전략 사용 양상이 다를 수도 있어서 분석

할 때 과제 변인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과제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과제 1 어휘 설명하기는 학

습자에게 중국어로 구체적인 개념이 포함된 어휘와 추상적인 개념이 포

함된 어휘를 제시하여 한국어로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총 6개의 어휘

는 중급 학습자가 아직 배우지 않은 어휘이거나 사용 빈도가 낮아 학습

자들이 친숙하지 않은 어휘로 제시하였다. 이 과제는 중국인 중급 한국

어 학습자들이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한 어휘를 설명할 때 목표언어 기반

전략, 특히 의미인접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양상은 어떤지를 관

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제에서 6개의 어휘만을 설명하도록 한 이유는

학습자가 크게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과제 2 사진 묘사하기에서는 중급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로 설명하기

에 어려운 사물을 포함한 사진을 학습자에게 보여주고 묘사하도록 하였

다. 과제 2의 사진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아파트 부엌의 모습이었다. 그렇

기 때문에 사진 속 사물들은 학습자가 이미 모국어로 알고 있는 대상이

었다. 배경지식 결여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배제하였다.

마지막 과제 3 그림 순서대로 이야기하기는 학습자가 6조각으로 그림

내용으로 연결된 만화를 보고 한국어로 그림을 순서대로 묘사하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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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내용
S 한국어 학습자

//
이전 화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다른 화자의 말이 이어져 간격이 
없음

: 음절을 길게 발음
? 질문의 상승 억양

(( )) 비언어적인 소리 및 동작
[ ] 학습자가 모어로 한 표현의 의미
OO 이름을 나타남

<표 Ⅰ-2> 전사 기호

나의 완전한 이야기를 만드는 과제였다. 만화 그림에서 중급 학습자에게

한국어로 묘사하기 어려운 사물과 행위를 그려져 있다. 과제 3의 만화

내용은 어떤 학교 학생들이 체육수업에서 짝을 지어 2인3각 게임을 하는

이야기였다.

앞서 설명된 세 가지 과제의 수행 및 자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가 학습자에게 모국어인 중국어로 과제의 수행 순서 및 수

행 제약을 설명하고, 학습자가 과제에 대한 의문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과제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전달한 후에 학습자에게 과제 수행 준비

시간 2분을 준다.

이상으로 연구 대상자에게 수집된 발화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Jefferson(1978)의 극복식 전사 기호6)를 사용하였다. 본고에서 사용한 전

사 기호는 <표Ⅰ-2>와 같다.

자료를 분석한 후에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 실태 및 전략 사용 빈도와 학습자 언어수준, 학습유형 요인

간의 관계에 기초하여 목표언어 기반 전략 교육의 내용과 방안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이상에서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을 논하였고, 연구 절차는 <표 Ⅰ-3>과

같다.

6) Renkema(1999). 담화연구의 기초 / Jan Renkema 지음 ; 이원표 옮김. 서울: 한국문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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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절차 내용

자료 수집 단계
자료 수집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언어 
수준 및 학습유형을 설문지로 수집하
고 실험 과제를 수행하도록 학습자 
발화 자료를 수집한다.

분석틀 구축
이론 연구를 통해 목표언어 기반  전
략에 관한 분석틀을 구축한다.

자료 분석 단계

양적 분석
학습자 언어 수준/학습유형에 따라 
목표언어 기반  전략별 사용 빈도 간
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질적 분석
학습자 발화 자료에서 목표언어 기반  
전략별 사용 실태를 담화분석으로 분
석한다.

자료 분석 후 단계 교육 방안 설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언어 기반  
전략에 관한 교육 내용 및 교육 방안
을 마련한다.

<표 Ⅰ-3> 연구 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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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목표언어 기반 전략 교육 연구를 위한

이론적 전제

이 장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언어 기반 전략 지도의 이론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절에서

는 의사소통의 개념과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 및 구성 요소를 논의한 후

2절에서는 의사소통전략의 개념과 유형 분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3절에서는 먼저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개념 및 유형을 살펴보고, 학습유

형의 개념과 유형을 제시하며 학습유형이 목표언어 기반 전략과의 관계

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

1) 의사소통의 개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의사소통’은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 느

낌 따위의 정보를 주고받는 일. 말이나 글, 그 밖의 표정, 몸짓 따위로

이루어진다. ‘의사소통’, ‘의사 전달’로 순화.”와 같이 뜻풀이를 하고 있다.

한편, ‘코뮤니게이션’이란 말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함”

으로 정의하나 이 두 단어, 즉, 원래 영어 단어 ‘communication’인 ‘코뮤

니게이션’과 ‘의사소통’이 서로 대응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현

상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코뮤니게이션학에서 ‘의사소통’

의 개념을 볼 필요가 있다. 차배근(1985)은 영어 단어 ‘communication’의

어원부터 밝혔으며, 이는 라틴어 ‘communis’라는 단어라 하고 있다. 이

단어 원래 ‘공통’, ‘공유’라는 뜻풀이가 있어서 단어를 글자 그대로 해석

하면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들)와 지식, 정보,

의견, 신념, 감정 등을 ‘공유’ 또는 ‘공통화’하는 행동”과 같이 정의를 내

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communication’ 혹은 ‘의사소통’이란 말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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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이를 정의하는 데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다른 관점으로 ‘의사소통’을 정의한 바

가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Schramm: “자극을 전달하는 과정”

2) Morris: “공통성의 수립과정”

3) Newcomb: “의미의 전달”

4) Weaver: “한 마음이나 다른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

5) Lundberg: “신호와 기호를 사용한 상호작용”

6) Hifferline: “행동과 흥분과 정보의 공유”

7) Stevens: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분별적 반응” (차배근, 1985: 19)

이들 의사소통에 대한 정의가 각기 다른 점이 보이기도 하고 공통점이

보이기도 한다. 전술 몇 가지 정의에서의 키워드는 ‘과정’, ‘전달’, ‘신호’,

‘공유’ 등이 있으며, 이외 많은 정의들도 이상 단어나 이와 비슷한 단어

에 초점을 두고 정의를 내린 것이라 하겠다. 의사소통에 대한 정의는 크

게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고 구체적인 관점과 각 관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구조적 관점

구조적 관점에서 ‘의사소통’은 단순한 정보 송신-수신 과정으로 보고,

‘송신자-정보(메시지)-수신자’하는 구조에 초점을 맞춘 정의이라 할 수

있다. 이 관점에 따른 정의는 Sanborn의 “의사소통이란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하는 정의다. 이 관점의 특징은 정보나 메시지 유통과정이라

는 구조 혹은 체계만을 중시하는 반면에 정보의 의미나 그 정보가 유발

하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다.

∙기능적 관점

기능적 관점은 인간의 기호 사용행동에 관심을 두고 기호화 및 해독과

정이 바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이다. 앞선 제시한 대로 Stevens는

“의사소통이란 어떤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분별적 반응”하는 정의가 기

능적 관점을 택한 것이다. 여기 ‘반응’이란 한 유기체가 어떤 외적 자극

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켰을 때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만약 자극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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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의미가 있다. 이 관점의 특징은 의사소

통의 기능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이를 인간 본능적, 비의도적인 행위로

본다.

∙의도적 관점

마지막 의도적 관점에서는 의사소통을 인간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행동

으로 본다. Hovland는 이 관점 하에 “의사소통이란 한 개인이 다른 사람

들의 행동을 변용시키기 위하여 자극을 보내는 과정”과 같이 정의하였

다. 이 관점은 사회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관점이며, 그들이 이 관점에서

‘의도적인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시기에서 의사

소통을 ‘설득’의 한 방법으로 연구하여 설득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

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차배근, 1985: 22-25)

이상 세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보고 의사소통을 세 가지 차원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이런 종합적인 시각으로부터 의사소통을 “유기체들이

기호를 통하여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서로 공통된 의

미를 수립하고, 나아가서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행동”으로 차

배근(1985: 26)에서 정의하였다.

전술한 의사소통의 정의들이 의사소통에서의 여러 요소, 즉, 송신자,

메시지, 수용자 등을 밝히고 이들 요소 사이에 관계를 지어 서로 간의

사호작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

어지느냐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더 정확하고도 가

독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소통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차배근(1985)에

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사소통 모형을 분석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수용하

여 나름대로의 의사소통 모형을 제시한 바가 있다.



상황(setting)

피드백

코뮤니게이터 (기호화) 메시지 (신호화) 매체 (해독)수용자 효과

1. 기능(목적)
2. 유형 및 조직
3. 속성
 1) 기능
 2) 공신력
 3) 지식 등

내용 기호

처리

잡음

용기
1. 매스 미디어
2. 특수 미디어
3. Speech 미디어

음파 광파 전파

용기운반체

1. 정보습득
2. 태도변용
 1) 인지변용
 2) 정서변용
 3) 행동변용

수용과정
(지각,이
해, 수용)

기존 요인

태도, 피설득성향, 성
격, 문화, 사회요인

자극 유기체 반응

[그림 Ⅱ-1] 차배근(1985) 의사소통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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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에 보이듯이 먼저 그림 주변의 도형, 즉, 코뮤니게이터, 메시

지, 매체, 수용자, 효과 그리고 밑에의 상황 및 피드백 혹은 반응 등 여

섯 가지 요소로 의사소통 모형의 큰 틀을 구성하고 있다. 이는 의사소통

정의에서 말한 듯이 일정한 상황에서 코뮤니게이터 혹은 화자가 의도한

정보를 일단 머릿속에서 기호화하여 메시지를 고안하여 신호화한 후에

어떤 특정 매체를 사용하여 수용자인 청자에게 자극을 준다. 수용자가

메시지를 해독하여 코뮤니게이터가 의도된 반응을 해주며 이 반응이 다

시 코뮤니게이터와 연결되어 있으니 이 반응 혹은 피드백을 통해서 의사

소통 과정이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차배근 1985:

40-42)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종합적인 정의를 취하여 특히 의사소통

과정 중에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해서 서로 공통된 의미를 수

립하다’는 점에 관심을 두며 이는 언어사용에서의 ‘의미협상’과정과 긴밀

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특히 외국어교육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목표어로

정보나 메시지를 생성한 후,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학습자의 목

표어 말하기 능력과 수준을 관찰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모형에 제시한

‘메시지 신호화’ 부분에 해당한 것이다.

2) 스피치 의사소통과 설명적 말하기 상황

앞에서 의사소통의 개념과 모형을 살펴봄으로써 의사소통에 대한 기본

이해를 얻은 후, 이어서 의사소통의 유형과 설명적 말하기 상황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의사소통에 대한 분류도 이에 대한 정의처럼 학자마다 다른 견해가 있

으며 분류기준도 다양하다. 예컨대, 의사소통 목적에 따르면 1) 정보적

이사소통 2) 교육적 의사소통 3) 오락적 의사소통 4) 설득적 의사소통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메시지의 기호에 따르면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분류한다. 언어적 의사소통 하위에

다시 서문 의사소통과 구두 의사소통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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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와의 관계 그리고 매체에 대한 고찰과 함께 분류하면 1) 대인 의사

소통 2) 집단 의사소통 3) 매스 의사소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

다. 이외에 스피치 의사소통이라는 특별한 유형이 더 있다. 스피치 의사

소통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연설과 같이 대인적 구두 의사소통으로

인식하지만 미국에서 방송학이 대부분 스피치 의사소통학과에 속한다는

것을 보면 스피치 의사소통이 곧 대인적 의사소통에 국한되지 않아 전술

한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다.(차배근, 1985)

그러나 O’Connnor(1996)에서는 의사소통을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언어

적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보면서 언어적 의사소통 중에 음성으로 단어를

표출하는 것은 스피치 의사소통이라고 주장한다. 즉, 말소리로 하는 의사

소통이 스피치 의사소통이다. 이 논의에서 대인적 의사소통(Interpersonal

communication)을 중심으로 다루어 스피치 의사소통을 일대일 의사소통,

집단 토론, 대중 의사소통 세 가지 종류로 나누었다. 그 중에서 대중 의

사소통은 대중 연설, 문학작품 구두 해석, 드라마로 보면서 대중 연설을

다시 정보적 스피치, 설득적 스피치, 기타 스피치로 세분한 바가 있다.

여기서 정보적 스피치의 기본 목적은 청자들에게 정보나 메시지를 제공

하는 데에 있으며 설명적 말하기와 대응한 것이다. 정보적 스피치에서

설명하는 대상에 따라 객체에 대한 설명, 사건에 대한 설명, 절차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개념에 대한 설명 등 종류가 있다.

한편 임태섭(2004: 7-11)에서는 스피치 의사소통을 대중 연설만으로

보지 않아 회사원이나 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 지원자가 면접시험 치르

는 상황 등을 모두 다 스피치 의사소통으로 인정한다. 이에 스피치 의사

소통의 하위 종류를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상황에 따라 스

피치는 발표, 진행, 함여 그리고 대화로 나눌 수 있다. 둘째, 목적에 따르

면 설득적 스피치, 정보 제공 스피치, 유흥 스피치, 마지막으로 격려 스

피치로 분류하였다. 여기 정보 제공 스피치가 “청중에게 지식이나 정보

를 전달하기 위해서 행하는 스피치를 가리킨다.”고 하여 설명적 말하기

와 대응한다. 이 논의에서도 정보 제공 스피치에서 주요 아이디어, 즉,

주요 설명하는 대상을 과정, 개념, 사건, 객체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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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McKerrow 외(2007)는 대중 연설의 원칙과 유형에 집중한 연

구이다. 이 연구에서 대중 연설을 정보적 스피치, 설득적 스피치, 논쟁

등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정보적 스피치의 목적은 청중에게 정보를 전달

하며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것이며 설명적 말하기다. 이를

다시 정의하기, 지시와 시범, 구두 정리, 해명하기로 세분하였다. 이 분류

에서의 스피치가 실은 임태섭(2004)에서의 스피치와 같은 맥락이었다.

이처럼 말하기의 목적에 따르면 정보적 스피치는 정보를 제공하는 목

적으로 하는 스피치이므로 설명적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한 설명적 말하기 상황은 바로 임태섭(2004)에서 언급한대로 넓은 의

미의 스피치 상황을 택하여 학습자 면대면 시험적 상황에서 정보를 제공

하는 말하기 상황이다. 본고는 설명적 말하기라는 의사소통 유형의 정의

및 특성을 참고하여 말하기 상황을 모의하여 과제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말하기 상황에서 학습자가 여러 설명 대상을 실험 자료를 모르는 상대방

에게 설명해야 하며 학습자의 발화를 요구한다. 특히 설명적 말하기 과

제를 완성하는 데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

피하니 이를 통해 학습자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을 유도하고자 한

다.

3) 의사소통 능력

Brown(2007)에 따르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연구의 추세는 의사소통

의 구조적, 인지적 특징으로부터 제2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상황에서의

사회적, 문화적, 화용적 특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라는 용어는 Hymes(1967,

1972)가 처음 만든 것이다. 이 용어의 뜻은 “인간이 특정 상황에서 메시

지를 전달하고 해석하며 인간 상호 간에 의미를 타협하게 해 주는 능력”

이라고 Hymes가 정의한 바가 있다. 이 용어가 나오기 전에 Chomsky(1965)

에서 주장하는 “언어 능력”이란 용어가 있으며 “언어 능력”이 그 연구에서의

“언어 수행”이라는 용어와 구별하여 아동이 제1언어 습득에 관한 쟁점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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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있다.(Brown 2007: 233)

Chomsky(1965)에서 언어 능력이 한 언어의 문법 규칙, 어휘, 구조 등

언어 체계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고 언어 수행은 실제적으로 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이 언어 능력에 언어의 문법적 지식

에 지나치게 중요시해서 Hymes(1972)에서 “언어 사용의 규칙이 없으면

문법 규칙이 무용할 것이다. (there are rules of use without which the

rules of grammar would be useless.)”하고 지적한 바가 있었다.(Canale

& Swain 1980: 4) 즉, Hymes의 관점에 따르면 언어 능력이 언어의 문

법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언어 사용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지식도 포함해

야 한다. 이에 Hymes(1972)에서 언어 능력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

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

1) 언어 형식적으로 가능한가에 관한 지식 (문법성)

“whether (and to what degree) something is formally possible”

2) 인간의 기억 한계, 정보 처리 등 심리언어학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가에 관한 지식 (현실성)

“whether (and to what degree) something is feasible in virtue of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vailable”

3) 일정 상황맥락에서 어떤 발화가 적합한가에 관한 지식 (적합성)

“whether (and to what degree) something is appropriate (addquate,

happy, successful) in relation to a context in which it is used and

evaluated”

4) 실제적으로 어떤 말이 일어날 수 있으며 수행될 수 있는가에 관한 지

식 (수행 가능성)

“whether (and to what degree) something is in fact done, actually

performed, and what its doing entails”7)

1970년대에 이루어진 의사소통 능력 연구는 언어적 능력을 언어 형식

에 관한 지식, 의사소통 능력을 사람들이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의

사소통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으로 구별하여 한 것이다. 이 중에

7) Canale and Swain(1980: 16), Ainur(2010: 16-17)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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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mmins(1981)는 의사소통 능력을 인지적/학문적 언어 숙달 능력

(cognitive/academic language proficiency: CALP)과 인간 상호 간의 기

본적인 의사소통 능력(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 BICS)

로 구분하며 전자는 학습자들이 언어의 형식을 연습하거나 학문적 시험

에 사용하는 능력이고 후자는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능력이다. 이 연구에서 이런 언어를 사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CALP를

맥락이 감소된 의사소통 능력으로, BICS를 맥락이 내포된 의사소통 능

력으로 규정하였다. (Brown 2007: 233)

1980년대에 Canale & Swain(1980)은 제2언어 교수에 초점을 두고 의

사소통 교수법에 받아드린 원칙을 검증하는 출발점으로 제2언어 교수 및

의사소통 능력을 연관지어 논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문

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 담화적 능력(Discourse competence), 사회

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 네

가지 하위 범주로 세분하였다.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은 언어 학습자가 해당 언어의

어휘, 형태, 의미, 그리고 통사 및 음운에 관한 지식을 통해 발화를 정확

하게 이해하며 산출하는 능력이다. 이는 Chomsky 연구에서의 ‘언어 능

력’, 그리고 Hymes ‘의사소통 능력’ 중에 ‘문법성’과 대응한 것이며 학습

자들이 언어의 문법 규칙을 잘 알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실제 의사소통에서 문법적인 정확성을 엄격하게 보지 않아도 학습자들이

일정한 어휘 및 문법 지식을 알아야 하며 문법에 맞는 문장을 쓰고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언어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은 학습자들이 사회 문

화적인 규칙을 고려하여 발화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일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대화의 주제, 대화에서 자신

및 대화 상대자의 역할, 대화의 장면 그리고 특정 상호작용 패턴 등 맥

락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대화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발화를 산출하는

능력이다. 예를 들면 공식적인 장면에서 쓰이는 언어 표현이 사적인 장

면에서 쓰이는 언어 표현이 다를 것이고 학습자가 표현을 적절하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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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담화적 능력(Discourse competence)은 학습자들이 하나의 문장가 아니

라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담화체를 잘 이해하며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에 학습자들이 통사적 지식으로 단일 문장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 담화에서 문장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며

글 간 숨긴 메시지를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즉, 학습자들이

담화에서 여러 문장을 연결하는 ‘응결성(Cohesion)’ 및 주어진 상황에서

앞뒤 문맥에 따라 표면적으로 관계없어 보이는 발화의 숨긴 의미를 알아

내는 ‘응집성(Coherence)’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집에 늦게

들어온 중학생을 봐서 어머니가 “참 잘했다”하고 말한 것과 학교 시험에

서 일등을 한 아이를 봐서 어머니가 “참 잘했다”하는 말이 표현적으로

다 똑같지만 실제로 전자가 비난하는 뜻이고 후자는 칭찬하는 뜻이다.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은 언어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변인 혹은 학습자의 언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의사소통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적이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즉,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화를 산출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때 대화 상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략, 혹은 의사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같은 말을 바꿔서 말하는 전략을 활용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8)

이처럼 Canale & Swain의 연구에서 이전 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서 의사소통 능력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키고 의사소통 능력 하위에 문

법적인 지식과 사회언어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담화적 지식 및 전략적 지

식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연구자가 전략적 능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실제 전략을 사용에 관한 지식이 제2언어 학습의 초기 단계서 굉장히 유

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1990년대에서는 Bachman은 ‘언어 능력(Language competence)’라는

용어를 쓰고 또 다른 의사소통 능력 모형을 제시하였다. Bachman(1990)

에서는 ‘언어 능력’ 하위에 먼저 ‘조직적 능력’ 및 ‘화용적 능력’ 두 개의

8) Brown(2007: 234), Canale & Swain(1980: 29-30)을 참고하였다.



- 30 -

큰 범주를 나누었다. ‘조직적 능력’이란 언어의 형식을 결정하는 규칙을

수용하는 능력이며 하위에서 어휘, 형태론, 통사론, 음운론 등을 포함한

‘문법적 능력’ 그리고 결합성 및 수사적 조직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 ‘텍

스트적 능력’으로 나누고 있다. 이는 Canale & Swain의 연구에서의 ‘문

법적 능력’ 및 ‘담화적 능력’과 대응한 것이다. Bachman의 연구에서의

‘화용적 능력’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 간 주고받는 메시

지에 대한 적절한 이해 및 산출에 관한 능력이다. 이 범주는 Canale &

Swain의 연구에서의 ‘사회언어학적 능력’에 해당된다. 다만, Bachman의

연구에서 ‘화용적 능력’을 다시 언어 기능에 관한 ‘언표내적 능력

(Illocutionary competence)’와 언어의 문화적 측면에 관한 ‘사회 언어적

능력’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므로 Bachman은 나름대로의 ‘언어 능력’

모형을 제시하였고 그 모형에서 ‘전략적 능력’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Bachman은 ‘전략적 능력’을 ‘언어 능력’과 분리시켜 같은 연구에서의 ‘의

사소통 언어 능력’에 포함시킨 것이다. Bachman의 ‘의사소통 언어 능력’

모형은 ‘지식구조’, ‘언어 능력’, ‘전략적 능력’, ‘심리·생리적 기제’ 그리고

‘상황 맥락’ 등 5 가지 요소로 구성하고 있다. ‘지식구조’가 ‘세상에 관한

지식’으로, ‘언어 능력’이 ‘언어에 대한 지식’으로 설명하였다. ‘전략적 능

력’이 그 모형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으므로 지식구조, 언어 능력의

영향을 받고 포함하여, 심리·생리적 기제 그리고 상황 맥락 등 요소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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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능력

조직적 능력 화용적 능력

문법적 능력
-어휘
-형태론
-통사론
-음운론/필적학

텍스트적 능력
-결합성
-수사적 조직

언표내적 능력
-개념적 기능
-조작적 기능
-발견적 기능
-상상적 기능

사회 언어적 능력
-방언 등의 다양한 
언어에 민감
-언어 사용역에 민감
-자연스러운 언어 
구사에 민감
-문화적 및 은유적 
표현에 민감

[그림 Ⅱ-2] Bachman(1990) 언어 능력 모형

   지식 구조
세상에 관한 지식

   언어 능력
언어에 대한 지식

전략적 능력

심리·생리적 기제

상황 맥락

[그림 Ⅱ-3] Bachman(1990) 의사소통 언어 능력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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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소통전략

1) 의사소통전략의 개념

제2언어 의사소통전략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다. Selinker(1972)

‘중간언어’9) 연구에서 ‘의사소통전략’을 처음 언급하여 ‘제2언어 의사소통에서

의 전략’이 제2언어 습득 5가지 주요 과정(L1부터의 전이 - 훈련의 전이 - 목

표어의 과잉일반화 - L2 학습전략 - L2의 의사소통전략) 중의 하나로 논의하

였다. 그러나 의사소통전략의 정의를 규명하지 않았다. 이후 Váradi(1973,

1980)에서는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전략적 언어행위를 분석하였다. 그 시기에

Tarone(1977), Tarone 외(1976) 두 연구는 의사소통전략에 초점을 두고 처

음으로 의사소통전략의 정의와 분류를 제공하였으며 Tarone(1977)에서의 의

사소통전략 분류가 지금까지도 의사소통전략 연구에서 영향이 큰 분류 중에

하나 있다.(Dörnyei & Scott, 1997)

1980년대에 Canale & Swain(1980) 및 Canale(1983)는 ‘의사소통 능력’

을 ‘문법적 능력, 담화적 능력, 사회언어학 능력, 전략적 능력’으로 분류하

며 ‘의사소통전략’이 ‘전략적 능력’의 주요 구성요소로 포함시켰다. Faerch

& Kasper(1983)에는 이전 중요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나름대로의 의

사소통전략 정의와 분류를 제시하였다.

1980년대 후반의 ‘의사소통전략’ 연구는 네덜란드에 집중되고 연구자들

이 대규모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다각도로 의사소통전략의 사용을 관찰

하여 이전 의사소통전략의 분류에 관해서 검증하였다. 이어서 1990년대

에 Bialystok(1990)에서는 의사소통전략을 심도 있게 실증적이며 개념적

으로 분석하였다. Dörnyei & Scott(1997)에서는 그간 의사소통전략에 관

한 정의와 분류를 정리하여 가장 세분적인 의사소통전략 유형을 제시하

며 의사소통전략의 교육 가능성에도 탐색하였다.

지금까지 의사소통전략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그간 연구에서 학

9) Selinker, L. (1972). Interlanguage. IRAL-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10(1-4): 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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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정의

Selinker(1972)
원어민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학습자가 시도하는 
접근 방식.

Corder(1977)
화자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직면할 때 자신의 의사
를 전달하는 데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Tarone(1977)
개인의 언어 구조가 부족해서 애초에 전달하고자 하
는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여 의사소통 종단될 때 의식
적으로 사용하는 소통 전략

Tarone(1980)
대화에서 꼭 필요한 의미가 공유되지 못한 상황에서 
두 대화자가 하나의 의미에 일치를 보고자 하는 상호 
간의 노력

Canale(1983)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모든 시도

Stern(1983)
불완전한 제2언어로 의사소통할 때 겪은 어려움을 극
복하는 기술

Faerch & Kasper 
(1983a)

화자가 일정한 의사소통 목표를 도달할 때 어떤 장애
를 겪고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우는 잠재적으로 의
식된 계획

Bialystok(1990)
화자가 의도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대체 형식을 
사용해 의사소통 상의 장애를 극복하는 소통 전략

Dörnyei & Scott 
(1995a,1995b)

화자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식한 모든 언어적 장애
를 극복하는 시도

<표 Ⅱ-1> 의사소통전략 정의 정리

자들이 의사소통전략에 대한 정의를 <표 Ⅱ-1>10)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위 표에 제시했듯이 그간 많은 학자들이 의사소통전략을 정의하였다.

이들 학자들이 규명한 정의들이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을 또한 찾을 수 있다. Bialystok(1990)에 따르면 의사소통전략의 여러

정의에서 포함된 기준은 세 가지가 있다. 이는 “문제성(Problematicity)”, “의식

성(Consciousness)” 그리고 “의도성(Intentionality)”이라는 중심 기준들이다.

먼저 “문제성”이라는 요소는 의사소통전략에 대한 정의에서 쉽게 찾을

10) Dörnyei(1997), Bialytok(1990)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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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문제성”은 화자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

사소통을 방해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의사소통전략을 사용한다고

본다. 위 표를 살펴보면 이런 기준을 포함된 의사소통전략 정의는

Corder(1977), Tarone(1977, 1980), Faerch & Kasper (1983a), Bialystok

(1990), Dörnyei & Scott(1995a,1995b) 등 연구에서의 정의이다. Dörnyei

& Scott(1997)에서도 이 관점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 Dörnyei &

Scott(1997)에서는 의사소통전략의 정의를 두 가지 유형으로 검토하여,

하나는 전통적인 관점, 혹은 언어학적인 관점으로 출발하는 정의이고 다

른 하나는 심리언어학적인 관점에서의 정의이다. 언어학적인 관점으로

출발하는 정의는 애초에 의사소통전략을 바라볼 때 거의 다 의사소통 문

제 발생 시 화자가 사용하는 언어적이나 비언어적인 보완 전략으로 간주

한다. 전술한 연구에서 Tarone(1980)의 연구에서 의사소통전략을 정의할

때 관점을 좀 더 넓히고 대화 상대자 간의 상호작용을 주목하여 “대화에

서 꼭 필요한 의미가 공유되지 못한 상황에서 두 대화자가 하나의 의미

에 일치를 보고자 하는 상호 간의 노력”하고 정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arone(1980)에서의 정의는 아직도 “문제성”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Canale(1983)에서 의사소통전략에 대한 정의는 “문제성”에 벗어

나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모든 시도”하고 정의를 내리며

의사소통의 효과성을 주목한 것이다. 이 “문제성”에 따라 의사소통전략

을 정의하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는 Bialystok(1990:

4)에서 지적했듯이 “의사소통전략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도 찾

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화자가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청자가 오해하

지 않도록 하려면 항상 길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때 화자가 바꿔 말하거

나 근접한 표현을 사용하는 전략들을 사용하곤 한다. 따라서 Canale(1983)

에서의 정의는 더 포함적인 정의일 수도 있다.

두 번째 “의식성”은 화자가 자신이 의사소통전략을 사용한 것을 의식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식성”이라는 기준은 바로 Dörnyei &

Scott(1997)에서 언급한 심리언어학적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출발된 의

사소통전략 연구자들은 의사소통전략의 사용을 인지적인 과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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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Faerch & Kasper(1983)에서는 의사소통전략을 “화자가 일정

한 의사소통 목표를 도달할 때 어떤 장애를 겪고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우는 잠재적으로 의식된 계획”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Faerch &

Kasper는 언어 생산을 “계획단계”와 “수행단계”로 구분하여 의사소통전

략은 “계획단계”에서의 특정 “계획”으로 본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의

사소통전략의 정의에 있어서 “문제성”과 “의식성”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

였다. 그러나 정의에서 말한 듯이 “의식성”은 “잠재적으로” 존재한 것이

고 많은 화자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전략을 사용한

지를 의식하지 못한다. 또한 연구자들이 의사소통전략 사용의 “의식성”

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의도성”은 학습자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기준에

서는 학습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략들을 통제하여 특정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일정한 전략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기

준은 “의식성” 기준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학습자가 먼저 자신이 발화에

서 의사소통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어야 자기에게 어떤 전

략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 많은 전략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여 활용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특

정 의사소통전략의 사용이 꼭 어떤 특정한 의사소통 상황과 체계적인 관

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연구결과에서는 이런 체계적인 관계를 밝히는

데에 아직 큰 성과가 없다. (Bialystok, 1990: 5)

이상으로 의사소통전략의 정의 기준을 살펴보았다. 의사소통전략을 정

의하는 기준마다 논쟁점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 학자가 지금까

지의 시도들을 참고하여 우리가 의사소통전략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

이 되었다. 앞서 언급한 듯이 의사소통전략의 사용이 “문제성”과 꼭 관

련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외국어 학습자의 경우에는 불완전한 외국어로

의사소통할 때 장애가 발생해서 의사소통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

다. 본 연구에서의 중국인 중급 학습자가 의사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려

고 의사소통전략을 사용하는 것보다 언어 지식이 부족해서 의사소통 자

애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소통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압도적으로 많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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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본고에서 연구하는 목표언어 기반 전략인 “의미 인접”, “묘사”, “신조

어” 전략이 학습자가 애초에 의도한 의미를 표현할 때 어려움을 겪고 그

의미를 대체 가능한 표현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본고에

서는 Bialystok(1990)에서의 의사소통전략 정의, 즉, “화자가 의도한 의미

를 표현할 수 있는 대체 형식을 사용해 의사소통 상의 장애를 극복하는

소통 전략”하는 정의를 수용하고자 한다.

2) 의사소통전략의 유형

앞 절에서 보았듯이 학자마다 각기 다른 관점으로 의사소통전략의 정

의를 내렸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자마다 의사소통전략의 유형 분류도 각

기 다르게 나왔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인용된 의사소통전략의 유형 분

류는 Tarone(1980), Bialystok(1983), Faerch & Kasper(1983), Poulisse(1987),

Dörnyei(1997) 등 연구에서의 분류다. 이 중에 Tarone(1980)의 분류는 초기

의 의사소통전략 유형 분류이며 후속 연구자들이 이 분류를 바탕으로 다시

보완, 수정하여 세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arone(1980)에서의 의사소통전략 분류는 의사소통전략 초기 연구에

서 보다 체계적인 분류이고 이 분류에서 의사소통전략을 크게 ‘바꿔 말

하기’, ‘전이’, ‘도움요청’, ‘회피’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그 중에 ‘바꿔

말하기, 전이, 회피’ 등 세 가지 전략 분류 각각의 하위 유형을 제시하였

다. 먼저 ‘바꿔 말하기’ 전략에서 다시 ‘유사어’, ‘신조어’, ‘우회적 표현’으

로 나누었다. ‘바꿔 말하기’ 전략은 학습자가 적절한 목표언어 형식이나

구조를 제대로 습득되지 못하여 이해 가능한 목표언어 형식이나 표현으

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진제희, 2000) 하위에서 유사어 전략이 말

그대로 정확한 목표언어 표현을 모르는 경우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며 우회적 표현이란 학습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해

당 목표언어 표현을 몰라서 해당 대상의 물리적 특징이나 다른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돌려서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 신조어 전략은 학습자가 스

스로 목표언어 어휘나 표현을 창조하는 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의사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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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이’ 전략에서는 다시 ‘직역, 언어전환, 마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직역 전략은 학습자가 모국어 단어를 글

자 그대로 목표언어로 번역한 전략이다. 언어 전환은 학습자가 목표언어

를 말하는 도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른 언어의 단어, 표현 혹은 문

장을 삽입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마임이란 학습자가 모르는 목표언어를

표현하기 위해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회피’전략은 ‘주제 회피.

메시지 포기’로 나누어 주제 회피란 학습자가 목표언어로 모르는 개념을

말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고 메시지 포기란 학습자가 애초에 전달하고

자 하는 개념을 도중에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움 요청’은 학습자가

발화에서 장애를 직면할 때 대화 상대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이

분류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2>11)와 같다.

의사소통 전략 세부 전략 내용

바꿔 말하기

유사어
정확한 목표어를 모를 때 비슷한 단어를 
사용함

신조어
원하는 개념을 전달하기 휘해 새로운 단
어를 만들어냄

우회적 표현
적절한 목표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사물의 
특징구성 요소 또는 기능을 설명함

전이

직역 모어 단어에서 목표어로 번역함
언어전환 번역 없이 모어 단어로 그대로 사용함

마임(Mime)
학습자가 특정 의미구조 대신에 비언어적 
전략을 사용함

회피
주체 회피

학습자가 의미의 구조를 알지 못한 개념
을 말하기 않음

메시지 포기
학습자가 어떤 개념에 대해 말하기 시작
했지만 의미 구조를 알지 못하여 중단됨

도움요청
정확한 말이나 구조에 대해 도움을 요청
함

<표 Ⅱ-2> Tarone(1980)의 의사소통전략 분류

Kaerch & Kasper(1983)의 의사소통전략 유형은 Tarone(1980)의 유형

11) 정미경(2011), Narantuya(2016)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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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보다 좀 더 상세하였다. Kaerch & Kasper(1983)의 의사소통전략 분

류는 크게 ‘축소적 전략’과 ‘성취적 전략’으로 나누어 이는 연구자가 학습

자가 의사소통에서 장애를 겪을 때 일반적로 회피와 해결 시도 두 가지

방법을 택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때 회피하려는 전략이 ‘축소적 전략’이

고 해결하려고 할 때 ‘성취적 전략’을 이용한다.(王丹, 2008) ‘축소적 전

략’에서 다시 ‘형태적 축소’와 ‘기능적 축소’로 나누어 전자는 학습자가

적절한 목표언어 용어나 구조를 모를 때 특정 구조를 회피하거나 표현의

발음, 형태를 축소한 것이다. 기능적 축소 전략은 Tarone(1980)에서의 주

제 회피 전략과 비슷한 것이며 학습자가 특정 화행, 주제를 회피한 것이

다. ‘성취적 전략’은 먼저 대화 상대자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협동적’

과 ‘비협동적’으로 분류하여 ‘비협동적’ 전략은 학습자가 대화 상대자에

도움보다 자기 스스로 전략을 사용하여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략이다. 이 중에서 ‘L1/L3 근거 전략’, ‘중간언어 근거 전략’, ‘비언어적

전략’ 등 세 가지 범주가 있다. ‘L1/L3 근거 전략’이 학습자가 적절한 목

표언어 표현을 모를 때 제1언어나 제3언어에서 해결법을 찾아 의사소통

을 보완하는 전략 범주이다. 하위 전략으로 ‘언어전환, 외국어화, 직역’

등이 있다. ‘중간언어 근거 전략’은 학습자가 학습된 목표언어 지식을 수

정하며 기존 언어 자원과 통합시킨 체계로부터 전략을 생성하여 의사소

통 장애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 설명 및 예시, 신조어, 재구

성’등 세분 전략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비언어적 전략’은 ‘흉내 내기, 몸

짓, 소리 모방’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협동 전략’은 전술한 Tarone(1980)

의 의사소통전략 분류 중에 ‘도움 요청’전략에 해당한 것이다. 다만 여기

서는 도움 요청 전략을 다시 ‘간접’과 ‘직접’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3> 12)과 같다.

12) 이소영(2012)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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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전략 세부 전략 내용

축소 전략

형태적 축소 발음, 형태, 문법적 축소
학습자가 적절한 용어
나 규칙이 부족함을 
스스로 알고, 특정 구
조의 사용을 피함

기능적 축소
행위적: 특정 화행, 담
화 기능 회피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의사소통 목표를 축소
함진술적: 주제 회피, 메

시지 포기, 의미 대치

성취 전략

비협동적 전략

L1/L3 근거 전략: 언
어전환, 외국어화, 직역

의사소통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방법을 수
정하여 대안을 찾음

중간언어 근거 전략: 
일반화, 바꿔말하기, 
신조어, 재구성

비언어적 전략: 흉내 내
기, 몸짓, 소리 모방

협동적 전략
직접적 표시 대화 상대자의 도움으

로 문제 해결의 방법
을 찾음

간접적 표시

<표 Ⅱ-3> Kaerch & Kasper(1983)의 의사소통전략 분류

Bialystok(1983)의 분류는 의사소통전략을 어떤 언어 자원에 근거하는

지에 초점을 두고서 제1언어 기반 전략, 제2언어 기반 전략, 비언어적 전

략으로 분류하였다. 제1언어 기반 전략이 앞에 Kaerch & Kasper(1983)

에서의 의사소통전략 분류인 ‘L1/L3 근거 전략’과 같은 범주이며 하위에

서 ‘언어전환, 외국어화, 직역’으로 나뉘었다. 제2언어 기반 전략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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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배우고 있는 제2언어 자원으로부터 전략을 생성하여 의사소통 문제

를 해결하는 전략이며 하위에 ‘의미 인접, 묘사, 신조어’ 세 가지 전략으

로 세분화하였다. 의미 인접 전략이란 학습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언어로 정확한 표현을 모를 때 그 표현과 상관한 표현으로 대체하는

전략이다. 묘사는 학습자가 말하고자 하는 사물의 일반적 속성이나 다른

물리적 특징을 묘사하는 전략이다. 마지막 신조어 전략은 전술한 두 연

구에서의 신조어 전략과 같은 전략이고 학습자가 목표언어 지식을 활용

하여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창조하는 전략이다. 비언어적 전략이라는 범

주에는 다시 세분화하지 않았다. Bialystok(1983)에서의 의사소통 유형은

<표 Ⅱ-4>13)와 같다.

의사소통전략 세부 전략 내용

제1언어 기반 전략

언어전환 학습자의 제1언어 또
는 제3언어 지식을 통
해 전략을 사용함

외국어화

직역

제2언어 기반 전략
의미 인접 제2언어 지식을 통해 

전략을 사용함
신조어
묘사

비언어적 전략 비언어적 몸짓, 소리 등으로 전략을 이끌어냄

<표 Ⅱ-4> Bialystok(1983)의 의사소통전략 분류

Poulisse(1987)에서는 의사소통전략을 분류하는 데 의사소통전략을 인

지적인 층면과 언어적인 층면으로 분리하여 개념적 전략과 언어적 전략

두 가지 큰 범주로 나누었으며 각각 하위에서 다시 세분화하였다. 개념

적 전략 하위에는 학습자가 의도된 의미를 개념적으로 분석하여 돌려서

말하는 전략인 분석적 전략과 학습자가 의도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어려

움이 생기면 원래 표현하려는 어휘와 의미적인 특질을 공유하는 상관 어

휘로 대체하는 총체적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분석적 전략에서 더 구체

적인 전략을 살피면 ‘바꿔 말하기 전략, 묘사, 근접한 표현’으로 분류하고

13) Narantuya(2016)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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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앞서 살폈던 연구에서의 제2언어 기반 전략과 대응하는 전략들이

다. 총체적 전략에서는 주로 어휘 관계를 중심으로 다시 ‘상위어, 동위어,

하위어’ 등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다른 하나의 큰 범주인 언어적 전략을

살펴보면 이 전략 범주에서 다시 전이 전략, 즉, ‘직역, 외국어화, 언어전

환’으로 세분화할 수 있고 여기서 형태적 창의성은 ‘신조어’ 전략을 말한

것이다. 이 연구는 다른 연구와 달리 의사소통전략을 분류할 때 인지적

차원과 언어적 차원을 구분하는 데 의미가 있으나 세부 항목을 보면 다

른 연구에서의 의사소통전략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구체적인

분류 내용은 <표 Ⅱ-5>와 같다.

의사소통 전략 세부 전략 내용

개념적 전략

분석적 전략

바꿔 말하기 학습자가 의도된 의
미를 개념으로 분석
하여 돌려서 표현함

묘사

근접한 표현

총체적 전략

상위어 학습자가 의도된 의
미인 어휘나 표현과 
유사한 개념으로 표
현함

동위어

하위어

언어적 전략

전이

직역 학습자가 목표언어 
표현을 모를 때 L1
로부터 전략을 생
산함

외국어화

언어전환

형태적 창의성 신조어

목표언어 형태론적 
지식을 활용하여 새
로운 목표언어 어휘
를 창조함

<표 Ⅱ-5> Poulisse(1987)의 의사소통전략 분류

마지막에 Dörnyei & Scott(1997)에서는 전에 여러 연구로 추출된 의사

소통 전략 유형을 총합하여 제일 세분화된 의사소통전략 유형 분류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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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전략 세부 전략 내용

직 접
적 전
략

언 어
자 원
의 결
함

메시지 포기
목표언어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학습자가 목표언어 어휘나 구조를 
모르는 경우 주제 회피하거나 메
시지 전달을 포기함

메시지 축소

우회적 표현
학습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목표 
대상이나 행동의 특징을 예를 들
거나 묘사함

근접한 표현
학습자가 의도된 목표언어 구조나 
어휘와 의미적 특질을 공유하는 
관련 표현을 사용함

일반어 사용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특정 어
휘와 결하여 의미 확장적으로 사
용함 

신조어 학습자가 의도한 의미를 표현하기 

<표 Ⅱ-6> Dörnyei & Scott(1997)의 의사소통전략 분류

련하였으나 세부 항목 중에 중복된 것이나 서로 확실히 구별되기 힘든

것들이 있었다. 먼저 이 연구의 의사소통전략 분류 방법에 있어서 다른

연구와 다른 점 하나 있었다. 그것은 연구자가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하

는 상황을 크게 ‘언어 자원의 결함, 자기 발화상의 문제, 타인 발화상의

문제, 시간적 압박’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 상황마다 사용되는 의사소통

전략을 구분한 것이다. 그리고 대화 상대자 간의 상호작용 상태를 고려

하여 ‘상호적 전략’ 이라는 범주를 따로 언급하였다. 다른 두 가지 큰 범

주는 학습자가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장애를 직접

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직접적 전략’ 및 ‘간접적 전략’으로 나누었다. 진제희(2000)에서 의사소통

전략의 개념이 최소에 학습자의 불충분한 언어 능력 때문에 의사소통 문

제를 해결하며 보완하기 위한 “보상적 전략”에 한정한 것으로부터 의사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개념을 넓힌다고 했듯이

Dörnyei & Scott(1997)에서의 의사소통 전략 세부 유형에서 “필러 사용,

추측하기, 반응, 해석적 요약” 등 의사소통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전략유형은 <표 Ⅱ-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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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목표언어 규칙을 활용하여 
목표언어에서 존재하지 않은 단어
를 창조함

재구조하기

학습자가 의도된 메시지를 애초에 
계획했던 발화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그 발화를 완성하지 않은 
채 다른 계획에 따라 의도된 의미
를 전달함

직역

학습자가 의도된 의미를 제1언어 
혹은 목표언어가 아니 다른 언어
의 어휘 항목, 속어 등을 글자 그
대로 목표언어로 번역함

외국어화
학습자가 제1언어나 다른 언어의 
어휘를 목표언어의 음성, 형태적
인 규칙에 적용시킴

언어전환
학습자가 목표언어로 발화하는 도
중에 제1언어나 다른 언어의 어휘
나 문장을 그대로 삽입함

유사하게 발음한 단어 
사용

학습자가 목표언어에서 확실하지 
않은 어휘를 표현하기 위해 그 어
휘와 발음상 다소 비슷한 어휘로 
대체하여 보상함

중얼거리기
학습자가 확신할 수 없는 어휘나 
어휘의 일부분을 들을 수 없는 정
도로 우울거리거나 중얼거림

복구
학습자가 최적의 형태를 도달하기 
전의 불완전한 어휘나 구조를 연
속적으로 말하면서 어휘를 수정함

마임

학습자가 의도된 뜻을 표현하기 
위해 몸짓, 표정으로 전체적인 개
념을 설명하거나 시각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표현함

자 기 
발 화
상 의 
문제

자기 수정
학습자가 말을 하면서 자기를 수
정함

자기 풀어 말하기
학습자가 발화 도중에 말을 추가
하거나 말을 바꿔서 말하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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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용어를 반복함
타 인 
발 화
상 의 
문제

타인 수정
타인의 발화를 듣고 그 것을 수정
함

상 호
적 전
략

언 어
자 원
의 결
함

도움 요청
학습자가 목표언어로 발화하는 데 
장애를 생겨서 대화상대자에게 도
움을 요청함

자 기 
발 화
상 의 
문제

이해 확인
학습자가 상대방의 발화를 듣고 
자신이 이해한 대로 말하면서 그
것이 정확한지를 확인함 

자기 정확성 확인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거
나 질문하는 억양으로 단어를 발
음하면서 자신이 말한 것은 정확
한지를 확인함

타 인 
발 화
상 의 
문제

반복 요청

자신이 잘 듣지 못하거나 올바르
게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상대
방에게 해당 내용을 반복을 요청
함

명료화 요청
자신에게 이해하기 힘들거나 생소
한 의미에 대해 상대방에게 명확
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요구함

확인 요청
어떤 것을 정확하게 듣거나 이해
하는지를 상대방에게 확인함

추측하기
대화 상대자의 말을 듣고 핵심 단
어에 대한 이해가 확신이 없는 채 
추측함

이해하지 못함을 
표현하기

학습자가 대화 상대자의 발화를 
이해하지 못함을 구두적 혹은 비
구두적으로 표현함

해석적 요약

학습자가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상대자가 
전달한 메시지를 요약하여 바꿔서 
표현함

반응 학습자가 대화 상대자의 발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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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구두적이나 비구두적으로 반
응을 해줌 

간 접
적 전
략

시 간 
압박

필러 사용

학습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휴지를 메우고 시
간을 벌리기 위해 지연 전략을 사
용하고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언어
장치를 사용함

자기 반복
학습자가 자신이 말한 단어나 구
를 다시 반복함

타인 반복
학습자가 자신의 발화를 생각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 대화 상대자의 
발화를 다시 반복함

타 인 
발 화
상 의 
문제

이해한 척하기
학습자가 대화 상대자의 발화 내
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체면과 같은 문제로 이해한 척함

3. 목표언어 기반 전략

1)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개념 및 유형

목표언어 기반 전략은 일찍이 Bialystok(1983)에서 언급된 의사소통전

략 분류이다. 이 연구에서 의사소통전략이 출발된 언어 자원을 밝히고

의사소통전략을 ‘제1언어 기반 전략 - 언어 전환, 외국어화, 직역; 제2언

어 기반 전략 – 의미 인접, 묘사, 신조어; 비언어적 전략’으로 분류하였

다. 즉, 이 연구에서 제2언어 기반 전략은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제2언

어/목표언어 지식을 바탕으로 이끌어내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학

습자의 언어 자원을 고려한 의사소통전략 분류가 Faerch & Kasper(1983)

에서의 ‘중간언어 기반 전략’이라는 분류 하나 더 있었다. ‘중간언어 기반

전략’도 학습자가 목표언어를 배우면서 목표언어 지식체계를 생성 및 조

직하는 과정에서 이미 획득된 목표언어 지식을 활용하여 전략을 이끌어

내는 전략을 의미 하니 전술한 제2언어 기반 전략과 같은 맥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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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언어’라는 용어가 언어 교육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이므로 ‘제2

언어 기반 전략’이라 하면 학습자의 두 번째 언어로 전략을 사용하는 건

지 외국에서 배우는 언어로 전략을 이끌어내는 건지 하는 의미상 혼동이

될 여지가 있다. 이에 이 전략의 본질이 학습자가 배우고 있는 목표언어

를 활용하여 전략을 사용함으로 본고에서 ‘목표언어 기반 전략’이라는 표

현을 쓰고자 한다.

Bialystok(1983)에서 제2언어 기반 전략의 유형은 ‘의미 인접, 묘사, 신

조어’ 로 세분하여 이는 각각 Tarone(1977)에서의 ‘근접한 표현, 우회적

표현, 신조어’와 대응하는 것이다.(Bialystok 1990: 43) 이와 같이 Faerch

& Kasper(1983)에서의 ‘중간언어 기반 전략’도 같은 맥락으로 학습자가

알고 있는 목표언어 지식을 활용하여 전략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중간언

어 기반 전략의 유형은 ‘일반화, 바꿔말하기, 신조어, 재구성하기’ 등이

있으며 그 중 ‘재구성하기’는 Faerch & Kasper(1983)에서의 축소적 전략

과 혼동이 되어 모호한 개념이라 Bialystok(1990)에서 지적하였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전략들은 다시 Tarone(1977)의 ‘근접한 표현, 우회적 표

현, 신조어’ 와 대응한다. 그리고 진제희(2000) 연구에서 그 동안 많은 의

사소통 분류에서 꾸준히 같은 기준으로 분류되어온 전략을 가려 ‘주제

회피, 메시지 포기, 외국어화, 코드 전환, 직역, 풀어 말하기, 유사어, 신

조어, 비언어적 전략, 도움 요청’ 등 10 가지의 전략을 정리하였다. 이 연

구에서 ‘풀어 말하기, 유사어, 신조어’ 전략을 제2언어 근거 전략으로 분

류하였다.

따라서 목표언어 기반 전략이 ‘근접한 표현, 우회적 표현, 신조어’ 위주

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Tarone(1977)에서의 의사소통전략 분류는 최초

의 분류이며 지금까지 인정을 많이 받은 전략이기에 이후에 많은 분류가

이를 바탕으로 더 세분화하였지만 대응이 또한 가능하다. 이에 ‘근접한

표현, 우회적 표현, 신조어’ 와 대응하는 다른 학자들의 의사소통전략 유

형을 참고하여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구체화 시킬 수 있다. 전술한 3가

지 전략과 대응하는 다른 학자들의 전략 유형을 정리하면 <표 Ⅱ-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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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one(1977)

[바꿔말하기 전략 (paraphrase)]
∙근접한 표현 (approximation)
∙신조어 (word coinage)
∙우회적 표현 (circumlocution)

Bialystok(1983)

[제2언어 근거한 전략 (L2-based 
strategies)]
∙의미 인접 (semantic contiguity)
∙묘사 (description)
∙신조어 (word coinage)

Faerch & Kasper(1983)

[중간 언어 근거한  전략 (IL based 
strategies)]
∙일반화 (generalization)
∙바꿔말하기 (paraphrase)
∙신조어 (word coinage)

Paribakht(1985)

[언어적 접근 (linguistic approach)]
∙의미 인접 (semantic contiguity)
- 상위어 (superordinate)
- 대비 (comparison)
a. 정향 대비 (positive comparison)
  i) 유비 (analogy)
  ii) 유의어 (synonymy)
b. 반향 대비 (negative comparison)
  i) 대조와 대립 (contrast and opposition)
  ii) 반의어 (antonymy)
∙우회적 표현 (circumlocution)
- 물리적 설명 (physical description)
a. 크기 (size)
b. 모양 (shape)
c. 색깔 (colour)
d. 재료 (material)
- 구성 요소 (constituent features)
a. 특징 (features)
b. 정교한 기능 (elaborated features)  

<표 Ⅱ-7> 목표언어 기반 전략 유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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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locational property)
- 역사 (historical property)
- 다른 특성 (other features)
- 기능적 설명 (functional description) 

Blum & Levenston (1978)

[잠재적 발달 초발 전략 (Potentially 
process initiating)]
∙과잉 일반화 (overgeneralization)
- 상위어 사용 (the use of superordinate 

terms)
- 근접한 표현 (approximation)
- 유의어 사용 (the use of synonymy)
- 신조어 (word coinage)
- 대립어 사용 (the use of converse 

terms)
[상황적 전략 (Situation bound)]
- 우회적 표현 및 바꿔말하기(circumlocution 

and paraphrase)

Poulisse(1987)

[개념적 전략 (conceptual strategies) ]
∙ 분석적 전략 (analytic)
- 바꿔말하기 (paraphrase)
- 묘사 (description)
- 근접한 표현 (approximation)
∙ 총체적 전략 (holistic)
- 상위어 (superordinate)
- 동위어 (same hierarchical level)
- 하위어 (subordinate)
[언어적 전략 (linguistic strategies)]
∙ 형태적 창의성 (morphological creativity)
- 신조어 (word coinage)

즉, <표 Ⅱ-7>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먼저 Tarone의 연구는 3개 국가

의 9명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각적 자료를 제공하여 목표어 개념 7

개를 묘사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의사소통전략의

주요 유형을 추출하였고 의사소통전략 유형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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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전략 사례를 제공하였다. 위 표에서의 바꿔말하기 전략은 학습

자가 대화에서 정화한 표현을 모르거나 해당 표현 또는 구조에 대해 확

신이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목표언어 표현이나 구조로 메시지를 다시

말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 전략의 세부 유형은 학습자가 의도한 대상과

충분한 의미적 특질을 공유한 목표언어 단어나 구조로 그 대상을 대체하

는 ‘근접한 표현’ 전략; 학습자가 새로운 목표언어 단어를 만드는 ‘신조

어’ 전략; 학습자가 의도한 대상을 말할 때 여러 표현으로 그 대상의 특

징, 구성 요소 혹은 동작을 묘사하는 ‘우회적 표현’ 전략이다.(Bialystock

1990) 즉, 이상 전략의 정의를 보면 바꿔말하기 전략 범주는 학습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목표언어 지식으로부터 생성하는 전략임으로 실제적으

로 목표언어 기반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Bialystok(1983)에서는 의사소통전략이 출발된 언어 자원으

로 분류 범주를 나누어 의사소통전략을 주로 제1언어 기반 전략, 제2언

어 기반 전략, 비언어적 전략으로 보았다. 위 표에 제시한 제2언어 기반

전략은 학습자 목표언어 지식에 의한 전략이고 이 전략 하위에는 다시

세 가지 세부 전략으로 나뉘었다. 그 중에 ‘의미 인접’ 전략은 학습자가

원래 의도한 단어와 특정 의미적 자질을 공유하는 목표언어 단어로 대체

하는 전략이며 ‘묘사’ 전략은 학습자가 애초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물리적 특징과 같은 일반적인 특징, 다른 구체적인 특성 혹은 기능이나

동작을 묘사하는 전략이다. 마지막 ‘신조어’전략은 학습자가 의도한 대상

의 개념적 특성을 고려해서 목표언어의 형태적 규칙과 결합해서 새로운

목표언어 단어를 창조하는 전략이다.(Bialystok & Frohlich 1980: 9-11)

즉, Bialystok의 제2언어 기반 전략도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목표언어

지식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전략이다.

Faerch & Kasper(1983)의 의사소통 분류는 Corder 연구에서 의사소통

전략을 메시지 조정(Message adjustment) 및 언어자원 확장(Resource

expansion)으로 나누는 관점을 채택해 발전시킨 것이다. 이는 의사소통

전략을 축소적 전략(Reduction strategies) 및 성취적 전략(Achievement

strategies)으로 나누어 축소적 전략은 Corder의 메시지 조정 전략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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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하게 화자가 화제 혹은 메시지를 회피하거나 문형 또는 정보를 축소하

는 경우를 말한다. 하위에는 다시 형태적 축소(Formal reduction

strategies)와 기능적 축소(Functional reduction strategies)로 세분화하였

다. 성취적 전략은 화자가 부족한 언어 자원을 보조하여 의사소통 목표

를 달성하는 데 사용하는 전략이고 전략에 사용하는 정보가 기초하는 언

어 자원은 L1/L3, 중간언어, 비언어적 자원 등으로 본다.

위 표에서 제시한 중간언어 근거한 전략은 바로 이 연구에서의 성취적

전략에 속한 것이고 학습자의 중간언어 체계에 근거한 전략이기도 한다.

즉, 학습자가 목표언어를 배우면서 스스로 구성하는 아직 불완전한 목표

언어 체계에 근거하여 전략을 이끌어내는 전략이다. 중간언어 근거한 전

략 하위에 ‘일반화’, ‘바꿔말하기’ 그리고 ‘신조어’는 각각 Tarone연구에서

의 ‘근접한 표현’, ‘우회적 표현’, ‘신조어’ 전략과 대응한다.

이어서 Paribakht(1985)에서는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4가

지로 나누어 언어적 접근(Linguistic approach); 맥락적 접근(Contextual

approach); 개념적 접근(Conceptual approach); 모방(Mime)으로 본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접근인 언어적 접근에는 다른 연구에서 나온 주요 의사

소통전략을 포함한다고 Bialystok(1990)에서 지적하였다. 즉, 위 표에 보

이듯이 Paribakht(1985)에서는 언어적 접근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먼저 큰 범

주로 ‘의미 인접’ 및 ‘우회적 표현’으로 나누고 전자는 목표 대상의 의미적 자

질에 집중하여 의미 분석을 통해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쓰는 전략이고, 후

자는 목표 대상의 특성을 묘사하는 전략이라 실제적으로 Bialystok(1983)의

‘의미 인접’, ‘묘사’ 혹은 Tarone(1977)의 ‘근접한 표현’, ‘우회적 표현’과 같은

전략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Paribakht(1985)에서는 ‘신조어’ 전략을 언

급하지 않았으나 ‘의미 인접’ 및 ‘우회적 표현’ 전략 활용하는 데 사용하는 정

보를 더 세분화하여 ‘의미 인접’에서 다시 ‘유비, 유의어, 대조, 반의어, 상위

어’ 등으로 구분하고 ‘우회적 표현’ 전략에도 ‘물리적 설명, 구성 요소, 위치,

다른 특성, 기능적 설명’으로 분류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전략은 근본적으로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목표언어 지식으로 출발함으로 목표언어 기반 전

략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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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Blum & Levenston(1978)에서는 의사소통전략과 언어 발달

(Process)을 구분하며 어휘적인 단순화(Lexical simplification)에 집중하

여 의사소통전략을 언어 발달(Process)을 초발할 수 있는 전략인 ‘잠재적

발달 초발 전략(Potentially process initiating)’ 및 ‘상황적 전략(Situation

bound)’로 분류하였다. 후자가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사라

지는 전략이며 전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반복 사용으로 학습

자 언어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략을 말하다. 위 표에 보이듯이

잠재적 발달 초발 전략(Potentially process initiating)은 ‘상위어 사용, 근

접한 표현, 유의어 사용, 신조어, 대립어 사용’으로 세분하고, 상황적 전

략(Situation bound)에 ‘우회적 표현 및 바꿔말하기’전략을 포함하고 있

는데 이들 전략은 실제적으로 Paribakht(1985)에서의 ‘상위어, 유의어, 대

조, 우회적 표현’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전 연구에서 언급된 ‘근접한

표현, 우회적 표현, 신조어’ 등 전략과 대응한 것이다. 즉, 표에서 제시된

이들 세부 전략도 학습자의 기존 목표언어 지식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마지막 Poulisse(1987)에서는 의사소통전략을 개념적 전략(Conceptual

strategy) 및 언어적 전략(Linguistic strategy) 두 가지 큰 범주로 나누

었다. 전자는 학습자가 개념을 분석하며 한 가지 개념을 여러 중심적인

요소로 해체하는 전략이고 개념적 전략 하위에 다시 분석적 전략

(Analytic strategy) 및 총체적 전략(Holistic strategy)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분석적 전략은 학습자가 의도한 개념의 특정에 대해 설명함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전략이며 구체적으로 바꿔말하기(Paraphrase), 묘사

(Description), 근접한 표현(Approximation) 등 전략을 포함한다. 한편 학

습자가 원래 의도한 개념의 상관 개념을 사용할 때 총체적 전략을 사용한 것

으로 보고 상위어(Superordinate), 동위어(Same hierarchical level), 하위어

(Subordinate) 등이 바로 총체적 전략에 속한다. 다른 큰 범주인 언어적 전략

은 학습자의 언어적 지식에 의한 전략으로 학습자L1, L2 심지어 L3까지의 지

식으로 전략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위 표에서 제시한 언어적 전략인 ‘형태적

창의성(Morphological creativity)’는 이 연구에서 학습자가 L2의 형태 파생

규칙을 활용하여 이해 가능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전략으로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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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L3의 언어 지식부터의 전이 전략(직역/외국어화/언어 전환)과 구분하였

다.(Poulissse, 1987) 이상 전략 유형도 다른 이전 연구에서의 전략 유형과

유사하게 나오며 실질적으로 학습자가 알고 있는 목표언어 지식을 활용하여

생성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즉, <표 Ⅱ-7>에서 제시한 여러 학자들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은 주로

근접한 표현, 우회적 표현, 신조어 등 세 가지 큰 범주로 나뉘고 연구마

다 전략 유형을 기술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실제로 유사한 전략

유형이었다. 이상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표 Ⅱ

-8>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목표언어 기반 전략 정의와

일치한 Bialystok(1983)의 제2언어 기반 전략 범주의 전략 유형 용어를

채택하고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의미 인접, 묘사, 신조어’ 세 가지 큰 전

략으로 나누었다.

세부 전략 유형은 Paribakht(1985), Blum & Levenston(1978) 그리고

Poulisse(1987)를 참고하여 동일한 것을 통합하며 지나치게 세분된 내용

을 삭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의미 인접’ 전략의 하위 유형에는

먼저 의미 인접 전략이 목표 대상의 개념, 의미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상관

개념을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전략이기에 Paribakht(1985)의 ‘의미 인

접’분류에 제일 상세하게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였고, 이에 ‘상위어, 유비,

유의어, 대조, 반의어’ 등 전략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Poulisse(1987) 총체

적 전략 하위의 동위어 전략도 의미, 개념으로 이용한 전략으로 ‘의미 인

접’ 전략에 추가하였다.

묘사 전략의 경우는 Blum & Levenston(1978) 그리고 Poulisse(1987)

주로 큰 범주로 유사하게 제시하여 Paribakht(1985)는 이를 세분화하였

다. 이는 묘사 전략을 ‘물리적 설명, 구성 요소, 위치, 역사, 다른 특성,

기능적 설명’ 등 학습자가 묘사할 때 사용되는 목표 대상의 여러 측면의

특정 정보를 구체적인 전략으로 귀납하였다. 다만, 물리적 설명을 다시

‘크기, 색깔, 모양, 재료’로 분류한 것은 지나치게 세분하며 실제 학습자

발화에서 이런 물리적 특징을 일일이 다 묘사할 필요도 없고 다 하지 않

아도 이 중에 어느 한 특징을 묘사하는 것이 물리적 설명 전략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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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판단될 수 있는데 굳이 세분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또한 구성 요

소에서 특징(Features) 및 정교한 특징(Elaborated features) 두 전략은

사실상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묘사 하위의 물리적 설명, 구

성 요소, 위치, 역사, 다른 특성, 기능적 설명 등 전략에서 물리적 설명과

구성 요소만 다시 세분하는 것이 전체 분류의 체계상 일치하지 않아 물

리적 설명 및 구성요소 전략 하위의 전략을 삭제하였다. 마지막 신조어

전략의 경우에는 대부분 연구에서 동일하게 언급하였고 더 세분하지 않

았다.

즉, 목표언어 기반 전략에서 의미 인접 전략을 다시 ‘유비, 유의어, 대

조, 반의어, 상위어, 동위어, 하위어’로 세분화하고 묘사 전략에 ‘물리적

설명, 구성요소, 위치, 역사, 다른 특성, 기능적 설명’ 등 전략을 포함시켰

다. 상세한 내용은 <표 Ⅱ-8>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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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범주 세부 전략 예시

의미 인접

-유비 (analogy)
그릇와: 과 비슷한 거에요.(화
분)

-유의어 (synonymy)
훈륭하다, 우수하다의 뜻이에
요.(탁월하다)

-대조 (contrast and opposition) 화병보다 더 큰 거에요.(화분)

-반의어 (antonymy)
그:: 편하다의 반대이에요.(구
속하다)

-상위어 (superordinate)
어떤:: 요리할 때 입은 옷? 치
마?(앞치마)

-동위어 (same hierarchical 
level)

여기:: 바닥에 화병도 있어요.
(화분)

-하위어 (subordinate)
오이, 배추, 토마토:: 같은 것 
설 석 썰 때 밑에 있는 거에
여.(채소)

묘사

-물리적 설명 (physical description)
치마처럼 생긴 거예요.(앞치
미)

-구성 요소 (constituent features) 나무로 만든 거에요.(도마)

-위치 (locational property)
주방에서 자주 보이는 거다.
(도마)

-역사 (historical property)
옛날 사람들이 밤에 등(灯)처
럼 쓰는 거? 아마::(양초)

-다른 특성 (other features)
칼와 같이 써야 써야 해요.(도
마)

-기능적 설명 (functional description)
주스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믹서)

신조어 -신조어 (word coinage)
그:: 햇꽃도 있어요.(새로 핀 
꽃)

<표 Ⅱ-8> 목표언어 기반 전략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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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유형 및 목표언어 기반 전략

학습유형이란 “학습자들이 새로운 주제를 학습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Oxford 외, 1991)”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학습유형은 학습자들이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나 어떤 새로

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일관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학습

유형이 전체적인 패턴으로 학습행위의 전체 방향을 보여준다”고

Cornett(1983)에서 말한다. 한편 Dunn 외(1994)에서는 학습유형을 “개개

인이 새롭고 어려운 정보에 집중하고 그 정보를 가공하여 내재화하는 방

식”으로 정의한 바가 있다. 그리고 Keefe(1979)에서는 학습유형이 “학습

자의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인 특징으로 학습자들이 학습 환경에서 어떻

게 인지하고 상호작용하여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일정한 지

표”하고 정의하였다.(Oxford, 1992에서 재인용) 즉, 학습유형이 학습자의

구체적인 학습 행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내적인 방면에

서도 나타난다. 이런 정의들을 정리하면 학습유형이 학습자마다 어떤 새

로운 정보를 학습할 때 일관적으로 사용하는 특별한 방법이고 학습자 학

습행위의 일반적인 성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Oxford(1992)에 따르면 학습유형은 주로 4가지 차원의 내용이 있다.

첫 번째 ‘인지적’차원에는 선호하거나 습관적인 인지방식을 다루고 “인지

유형”이라도 한다. 두 번째 ‘정서적’차원에서는 개인이 학습 상황에 집중

하는 정도를 영향하는 태도와 취향 패턴을 반영한다. 세 번째 ‘생리적’

차원은 학습자의 감각적, 직관적 성향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 ‘행위’차원

은 자신의 학습 패턴에 맞는 학습상황을 만드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처치

하는 학습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학습유형 분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 그 중에 외국어나 제2언어 학습에 긴밀한 관

계가 있는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총체적 및 분석적 (Global and Analytic)

∙ 장 의존 및 장 독립 (Field-dependent and Field-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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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적 및 이성적 (Feeling and Thinking)

∙ 충동형 및 심사숙고형 (Impulsive and Reflective)

∙ 직관적 및 단계적 (Intuitive-random and Concrete-sequential)

∙ 폐쇄형 및 개방형 (Closure-oriented and Open)

∙ 외향형 및 내향형 (Extroverted and Introverted)

∙ 시각형, 청각형, 운동형 (Visual, Auditory and Hands-on) (Oxford,

1992: 441)

이 중에서 총체적인 학습자는 학습할 때 내용의 정체적인 틀, 중심 내

용에 집중하여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을 무시할 경우가 있다. 이 학습자들

이 학습 내용을 추측하거나 예측하는 전략을 선호하며 말하기 활동의 참

여에 있어서 활발한 편이다. 이와 달리 분석적 학습자는 학습할 때 자세

한 내용에 집중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추론하고 상관한 지식을 대

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 층위에서 두 가지 학습유형의 대조는 장 의

존과 장 독립에 대한 연구로 비롯된 것으로 학습자들이 큰 학습 배경으

로부터 중요한 세부 내용을 변별하는 정도를 반영한다. 이 두 가지 유형

과 연관하는 또 하나의 대조 유형이 감성적 및 이성적이다. 감성적 학습

자는 사회적 요인 및 정서적 요인에 민감하므로 문제해결에 있어 이런

요인에게서 전체적인 영향을 받는다. 반면에 이성적 학습자는 이성적인

생각을 선호하여 문제해결에 있어서 논리적 생각 및 분석에 따른다. 그

리고 충동형 학습자는 학습 상황에서 총체적 학습유형에 더 가깝고 심사

숙고형 학습자가 분석적 학습유형에 더 가깝다. 충동형 학습자는 학습

내용에 대한 애초의 가설을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고 가설을 검증하지 않

아 수용한다. 이에 충동형 학습자가 말하기와 쓰기에서 활발하지만 정확

성이 떨어진다. 이와 비교하면 심사숙고형 학습자는 체계적이고 분석적

인 접근 방식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을 선호하며 언어 학습의 모든 기

능에 더 높은 정확성이 보인다.

다음으로 직관적 및 단계적 학습유형 층위에서 직관적 학습자는 학습

내용의 제시 순서 및 체계성에 큰 요구가 없고 정체 학습 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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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인지 방식을 선호하다. 이 유형의 학습자는 언어 학습에 있어

서 언어 지식의 불완전함에 두려워하지 않고 학습전략을 적극적으로 사

용하는 편이다. 이와 달리 단계적 학습자는 학습 내용의 제시 순서를 체

계적이어야 하며 학습 상황에 제공된 정보가 완전해야 학습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다. 폐쇄형 학습자는 새로운 내용을 학습할 때 미리 준비하거나

불확실성을 최대적으로 회피한다. 개방형 학습자는 학습을 일종의 활동

이나 게임으로 보고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성이 높으며 학습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한 것을 잘 받아들이다. 이어서 외향적인 학습자는 인간

관계에 잘하고 언어 학습에는 그룹 활동을 선호하며 내향적인 학습자는

전자와 달리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나 잘 아는 대상과 짝 활동을 하는 것

이 좋다. 마지막 층위에서 시각적 학습자는 학습 상황에 시각적인 입력

을 선호하나 청각적 학습자는 구두로 전달된 정보를 잘 수용한다. 운동

적 학습자는 어떤 것을 학습할 때 움직이면서 실물 접촉이나 체험 가능

한 학습 환경을 선호한다.

이 외에 다른 학자들의 학습유형 분류는 <표 Ⅱ-9>와 같다.



- 58 -

연구자 학습유형

Honey & Mumford 
(1986)

적극적
심사숙고적
이론적
실증적

Reid(1987)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운동적
개인적
집단적

Felder & Silverman 
(1988)

적극적-심사숙고적
감각적-직관적
시각적-구두적
총체적-단계적

Fleming(2001)

시각적
청각적
독해/쓰기적
촉각적

<표 Ⅱ-9> 학습유형 분류

<표 Ⅱ-9>에 보이듯이 Felder & Silverman(1988)에서는 학습유형을

4가지 층위로 나누어 총 8개의 구체적인 학습유형을 제시하여 상대적 체

계적이고 세분화된 학습유형 분류이다. 이 연구에서의 분류 방식은 여러

학자들의 학습유형 모델을 바탕으로 학습유형을 정보에 대한 인지과정,

입력과정, 가공과정, 그리고 흡수 혹은 재구성 과정으로부터 각 과정에서

학습자가 선호하는 주요 학습 방식을 감각적-직관적(인지과정), 시각적-

구두적(입력과정), 적극적-심사숙고적(가공과정), 단계적-총체적(흡수과

정) 4가지 층위로 나누었다.

먼저 감각적 학습자는 신체 감관을 통하여 직접 정보를 관찰하고 수집

한다. 이 학습유형에 속한 학습자는 사실, 데이터 자료, 그리고 실증적

고찰 등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며 학습내용에 대하여 주의 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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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서 학습 진도가 늦을 수 있다. 반면에 직관적 학습자는 추측이나

상상력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인지하여 개념화한다. 이 학습유형

의 학습자는 사실이나 데이터 자료보다 원칙과 이론적인 정보를 선호한

다. 즉, 직관적 학습자는 추상적인 정보를 잘 파악하며 체계화할 수 있고

언어와 같은 기호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동시에 기호를 뜻풀이하는 것에

잘한다. 직관적 학습유형의 약점은 학습자들이 너무 직관적으로 행동하

면 부주의하게 실수 범할 상황이 많다. 이 층위에서의 직관적 학습유형

과 감각적 학습유형이 Oxford(1992)에서 제시한 충동형 학습유형 및 감

성적 학습유형이나 단계적 학습유형과 가깝다.

이어서 정보 입력에 관해서는 시각적 학습유형과 구두적 학습유형이

있다. 시각적 학습자는 학습 상황에서 도형, 그림, 부호나 표 등 시각적

인 자료로 제시된 정보를 더 잘 파악하는 것이고 구두적 학습자는 귀로

듣는 것, 즉 음성 자료, 구두 설명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된 정보를 더 잘

익힌다. 이 입력 방식에 관한 층위에서 다른 학자들이 보통 시각적, 청각

적, 그리고 운동적으로 분류하지만 이 연구에서 청각적 학습유형을 ‘구두

적’으로 바꾸었다. 그 이유는 청각적이라고 해서 학습자들이 그림이 말고

텍스트를 보는 경우를 시각적 입력 방식으로 간주하는 것이 애매하다.

청각적 입력 방식에 속한 것도 논쟁에 여지가 있어서 음성적인 입력과

문자 텍스트 입력을 합쳐서 구두적 학습유형으로 새로이 분류하였다. 한

편 인지과학 연구에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했듯이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글을 음성언어로 바뀌는 형상이 흔하다는 것을 Felder &

Silverman(1988)에서 지적하였다. 따라서 구두적 학습유형이 실제로 음

성적인 정보를 선호하는 것이며 다른 학습유형 분류에서의 청각적 학습

유형과 대응할 수 있다. 이 분류에서 다른 분류 방식과 다른 점이 또 하

나가 있는데 그것이 운동적 학습유형의 부재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가

운동적 학습유형이 시각적 학습유형이나 청각적 학습유형과 달리 입력과

정에만 연관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적 학습유형이 학습 대상을 만지고 체

험하는 등 과정이 정보를 가공하는 과정에도 연관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운동적 학습유형이 입력과정 위주의 학습유형 층위에 속하지 않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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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적극적-심사숙고적 학습유형에 포함시켰다.

적극적 학습유형과 심사숙고적 학습유형을 살펴보면 적극적 학습자들

은 수동적으로 학습 대상을 관찰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실증하는 체험

을 선호하며 운동적 학습유형과 비슷하다. 그리고 적극적 학습자는 그룹

활동을 선호하며 상호작용을 잘 하고 외향적인 학습유형의 특징도 가지

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심사숙고적 학습자는 학습 대상을 꼼꼼히 관찰

하여 자기 스스로 그 정보를 심도 있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심

사숙고적 학습자는 혼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하

면 한 명의 잘 아는 학습자와 협조하는 것이 무난하다. 이에 심사숙고적

학습유형이 다른 학습유형 분류에서의 내향적 학습유형과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다.

마지막 지식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단계적 학습유형과 총체적 학습유형

이 있다. 단계적 학습자는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순서 있게 제시하고

학습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리고 이 학습유형의 학습자는 문제를 해결할

때 직선형 추론 방식을 좋아하고 점차적으로 집합하는 사고방식을 잘하

며 분석을 잘한다. 반면에 총체적 학습자는 직관적으로 학습 내용 전체

를 파악하여 처리하고 정보에 대해 확산적인 사고를 잘한다. 그리고 총

체적 학습자들이 학습 내용의 큰 그림을 보고 최종 목표까지 고려하여

정보를 여러 관점으로 통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 학습유형의 약점은

정한 순서로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순서로

제시된 정보를 학습할 때 학습 진도에 따른 학습 성과를 보이지 않은 경

우가 많아서 좌절감을 느끼곤 한다. 총체적 학습유형의 특징이 다른 연

구에서의 장 의존 유형, 충동형 등과 유사하며 단계적 학습유형이 장 의

존 유형과 분석적 학습유형과 비슷하다. (Felder & Silverman, 1988)

지금까지 학습유형의 정의 및 구체적인 학습유형 분류를 통해 학습유

형의 인지적, 심리적 그리고 생리적 차원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학습유형이 실제 학습 상황에서 학습전략 사용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Oxford(1990)에 따르면 학습전략이란 “학습자가 학습을 더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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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즐겁게, 그리고 효율 있게 새로운 학습상황에 전이하기 쉽게 만

들기 위한 자기 주도성이 높은 구체적인 처치다.” 하고 정의하였다. 같은

연구에서 학습전략을 크게 직접전략과 간접전략으로 나누었다. 직접전략

에서 기억전략, 인지전략과 보상전략 등이 있으며 간접전략에는 상위인

지전략, 정의적전략 및 사회전략으로 나누었다. 학습전략의 여러 층위와

연관하며 학습유형이 학습자의 인지. 정서, 심리적인 특징의 패턴을 나타

난다. 이 관점에서 학습유형이 실제 학습행위에서의 학습전략 사용에 영

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학습유형 및 학습전략 상관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학습행위 중에 구

체적인 학습전략의 사용에 있어서 학습자의 학습유형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먼저 Oxford(1993)에 따르면 학습유형과 학습전략 관계에 관한 연

구에서 큰 가설인 문화적 요인이 학습자의 학습유형과 학습전략에 영향

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들이 있었다. (Cole 외 (1971), Hall and

Hall(1990), Holland and Quinn(1987), Gardner(1985), Witkin(1976) 등이

있다) 그리고 Reid(1987)의 연구는 1200명의 영어 학습자와 영어 원어민

화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결과적으로 한국인, 중국인 그리고 아랍어권

학습자는 미국인과 일본인 학습자보다 대부분이 강한 시각적 학습유형이

다. 유해연(2010), 홍세라(2009), 홍보경(2002) 등 연구는 한국에서 중·고

등학교 영어 학습자들의 학습전략 및 학습유형 간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

였다. 김애주(2017)에는 한국어 모어 화자 및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학습유형 및 학습전략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결과는 시각적, 청각적, 운동조작적 학습유형이 공통적으로 인지전략과

높은 상관성을 확인되었으며 외향적 학습유형이 인지전략, 보상전략, 상

위 인지전략, 그리고 사회적 전략의 사용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연구에서의 학습유형 분류 및 학습전략 분류가 모두 동일한

연구자인 Oxford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며 그 중에 보상적 학습전략은

Oxford(1990: 19)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추측 전략, 말하기 및 쓰기 언어

자원에 대한 보완으로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하위는 각각 언어적

단서 사용하기 및 다른 단서 사용하기; 모국어로 전환하기, 도움 요청,



- 62 -

회피, 주제 선택, 근접한 표현, 신조어, 우회적 표현, 비언어적 전략 등으

로 세분화하였다. 즉, 이 보상적 학습전략 범주는 실제로 학습자가 목표

언어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 전달 과정을

보완하는 의사소통전략과 같은 맥락이다.

더 일찍이 Corder(1983)에서는 의사소통전략 및 학습전략을 다 같이

생산적 전략(Productive strategy)에 포함시키고 의사소통전략과 학습전

략 간에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 하나의 전략이 나올 때 어느 한 범주에만

속이는 것이 힘들고, 의사소통전략도 실은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

을 지적하였다. 한편, 학습전략을 집중한 Stern(1983)에서는 성공적인 학습자

및 덜 성공적인 학습자 간에 차이를 구분하는 데 학습전략을 적극적 계획 전

략(Active planning strategy), 학문 학습 전략(Academic learning strategy),

사회적 전략(Social learning strategy), 정서적 전략(Affective strategy) 네 가

지 유형으로 나눠 의사소통전략을 사회적 전략(Social learning strategy)에 포

함하였다. 즉, Stern에 관점에서 의사소통전략은 학습전략에 일부분이며 사

회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데 활용한 구체적인 기술이다.(Bialystok 1990:

26-28) 더불어 王丹(2008)에서도 “‘의사소통전략’은 학습전략의 중요한 구

성 부분”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아울러 의사소통전략이 목표언어 지식을 사용하는 과정에 주로 관찰되

지만 이 사용과정도 학습과정의 일환으로 이미 배운 내용을 연습하여 확

인하면서 다시 내재화하거나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의사소통 과정이 언어 학습과정의 일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전략이 학습과정에서 사용되는 학습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학습유형이 학습

과정에서 실제 사용되는 학습전략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

지만 이런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직접 확인하는 연구가 그리 많지 않고

특히 의사소통전략에 집중하여 학습유형과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것이 거

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는 학습자의 학습유형이 실제 의사소통전략

중에서도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 양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관

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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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학습유형이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과의 연관성을 관찰하

기 위해서 먼저 학습유형 척도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유형 분포를 파악해

야 한다. Felder & Silverman(1988)에서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

습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에서의 학습유형들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인터넷 기반인 학습유형 척도 ILS(Index of Learning Styles)를 만들었

다. 이 학습유형 척도는 총 44개의 문항으로 학습자들이 4가지 층위에서

의 각 학습유형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학습유형 분류가

전술한 Oxford(1992)에서 제2언어 학습이나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긴밀

한 관계가 있는 여러 학습유형을 포함해 있으니 본 연구에서 ILS 학습

유형 분류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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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어 학습자의 목표언어 전략 사용 양상

분석

이 장에서는 중국 내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목표언어 기반 전

략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절에서는 Ⅱ장에서의 논의를 바탕

으로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양상의 분석틀을 설계하고자 한다. 2절에

서는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양상 분석틀을 토대로 먼저 학습자들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의 전체적인 양상을 논의하고 이어서 학습자의

언어수준(TOPIK 3급/4급)에 따라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학습유형에 따라 중국인 중급 학습자들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 양

상을 분석하고 4절에서는 학습자들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양상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의 분석틀

앞서 논의했듯이 목표언어 기반 전략은 Bialystok(1983)에서의 제2언

어 기반 전략을 기초로 하여 다른 학자 연구에서의 대응한 분류를 참고

하고 보완한 것이다. 목표언어 기반 전략은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목

표언어 지식을 바탕으로 이끌어내는 전략을 의미한다. 하위 범주는 “의

미 인접, 묘사 신조어”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의미 인접”은 학습자가 발

화 과정에 어떤 목표어 단어나 표현을 모르는 경우, 그것을 표현하기 위

해 목표어에서 비슷한 뜻을 가진 표현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전략을 의

미한다. “묘사”는 학습자가 의미 전달에 있어서 정확한 목표어를 모르므

로 그 뜻을 표현하기 위해 해당 단어나 표현의 특징을 말하거나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전략이다. “신조어”전략은 학습자가 정확한 목표어 형태

를 모를 때 목표어의 문법지식과 같은 언어 규칙을 사용하여 새로운 목

표어 단어를 만들어내는 전략을 말한다.

이처럼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의 분석틀은 앞서 언급했던 Bialystok(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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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제2언어 기반 전략을 큰 범주로 삼고, 이 전략 유형의 하위분류인 “의

미 인접, 묘사”를 Tarone(1977), Faerch & Kasper(1983), Paribakht(1985),

Blum & Levenston(1978) 그리고 Poulisse(1987) 등 연구에서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 유형을 참고하여 보완함으로써 그 하위분류를 더 세분화하여 구출하였다.



- 66 -

전략 범주 세부 전략 예시

의미 인접

-유비 (analogy)
그릇와: 과 비슷한 거에요.(화
분)

-유의어 (synonymy)
훈륭하다, 우수하다의 뜻이에
요.(탁월하다)

-대조 (contrast and opposition) 화병보다 더 큰 거에요.(화분)

-반의어 (antonymy)
그:: 편하다의 반대이에요.(구
속하다)

-상위어 (superordinate)
어떤:: 요리할 때 입은 옷? 치
마?(앞치마)

-동위어 (same hierarchical 
level)

여기:: 바닥에 화병도 있어요.
(화분)

-하위어 (subordinate)
오이, 배추, 토마토:: 같은 것 
설 석 썰 때 밑에 있는 거에
여.(채소)

묘사

-물리적 설명 (physical description)
치마처럼 생긴 거예요.(앞치
미)

-구성 요소 (constituent features) 나무로 만든 거에요.(도마)

-위치 (locational property)
주방에서 자주 보이는 거다.
(도마)

-역사 (historical property)
옛날 사람들이 밤에 등(灯)처
럼 쓰는 거? 아마::(양초)

-다른 특성 (other features)
칼와 같이 써야 써야 해요.(도
마)

-기능적 설명 (functional description)
주스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믹서)

신조어 -신조어 (word coinage)
그:: 햇꽃도 있어요.(새로 핀 
꽃)

<표 Ⅲ-1> 목표언어 기반 전략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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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제시한 대로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크게 “의미 인접, 묘사,

신조어”로 나누고, “의미 인접” 및 “묘사” 전략은 각각 하위 전략을 두어

세분화하였다. “의미 인접”의 경우에는 하위 전략을 “유비, 유의어, 대조,

반의어, 상위어, 동위어, 하위어”와 같이 주로 단어 수준의 전략으로 분

류하며, “묘사”의 경우에는 “물리적 설명, 구성 요소, 위치, 역사, 다른 특

성, 기능적 설명”처럼 문장 수준의 하위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의미 인

접 전략 하위에 ‘유비, 유의어, 동위어’와 같이 세부 유형에서 전략 판정

할 때 겹치는 가능성이 높은 전략 유형이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 실제

발화 자료에서 전략 추출에 있어서 데 먼저 각 하위 전략의 문법적인 정

의를 기준으로 전략을 판정하고 겹치는 경우에는 중복 통계로 처리하고

자 한다. 또한, 학습자 전략 사용 사례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

략 판정하는 과정은 필자 외 한국어 원어민 화자 두 명14)이 참여하여

공동 작업을 진행하였다.

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양상

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빈도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중급 학습자 50명을 대상으로 각기 3가

지 말하기 과제를 걸쳐 전사 자료 총 9778어절을 수집하였다. 실험 참여

자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목표언어 전략의 전체적인 빈

도 양상은 <표 Ⅲ-2>와 같다.

14) 본 연구에 참여한 한국어 원어민 화자는 모두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석사 과정 학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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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범주 세부 전략
세부 전략 

빈도
평균

합계(실패 
빈도)

전략 
사용 
비율

의미 인접

유비 71

6.16 308(65) 46.88%

유의어 89
대조 25
반의어 10
상위어 56
동위어 34
하위어 23

묘사

물리적 설명 28

6.08 304(70) 46.27%

구성 요소 96
위치 12
역사 5
기능적 설명 83
다른 특성 80

신조어 신조어 0.9 45(16) 6.85%
계 657(151) 100%

<표 Ⅲ-2> 중국인 학습자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전체 사용 빈도

위 표를 살펴보면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은 3개의 말하기 과제

를 걸쳐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총 657회를 사용하였다. 목표언어 기반

전략에서 어휘 관계를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의미 인접” 전략의 사용 빈

도는 308회로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전략 사용에

서 46.88%의 사용 비율로 나타났다. 의미 인접 하위 전략 중에 어휘 간

유사한 의미적 특질을 활용한 ‘유의어’ 및 ‘유비’ 전략이 가장 많이 출현

했으며 각기 89회, 71회의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의미 인접에서 그다음

으로 자주 쓰이는 하위 전략은 ‘상위어’ 전략이고 이 전략은 학습자들이

의도한 어휘가 생각나지 않을 때 그 어휘가 속한 범주만 포괄적으로 표

현하는 것이며 전체 실험에서 총 56번을 사용하였다. 이외에 의미 인접

하위의 다른 전략의 사용 빈도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동위어’ 전략이 34

회, ‘대조’ 전략이 25회, 그리고 ‘하위어’ 전략이 23회로 관찰되었으나 반

의어 전략만이 가장 낮은 빈도 10회로 나타났다. 즉 학습자들이 어휘 계

열 관계를 활용하는 의미 인접 전략을 사용할 때 어휘 간 유의관계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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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의미 관계보다 더 잘 활용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유사한 의미들의 집

합을 이용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어휘 부담 량을 줄이는 장치가 될 수 있

다. 때문에 어휘 교육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 확장 지도방법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이 유의 표현을 다른 의미관계 표현에 비해 손

쉽게 사용하는 것이다.(이민우, 2017) 의미 인접 전략 사용의 실패 빈도

는 총 65회이며 실패한 경우는 학습자들이 의도한 단어를 대체할 때 상

위어를 사용했지만 해당 단어가 그 상위어와의 관계 혹은 차이를 표명하

지 않아 의도한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다. 또는 유의어나

유비 전략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학습자들이 단어의 의미 자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대체로 쓴 단어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단어와 그리 유

사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다음으로 학습자가 말하고자 하는 표현의 특징을 풀어서 설명하는

“묘사” 전략의 사용 빈도는 304회이고 46.27%의 사용률로 나타났다. 이

전략의 하위 전략 중에 학습자들이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전략을 가장

선호하며 96회를 사용하였다.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전략은 학습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구체적인 표현이든 추상적인 표현이든 제한 없이

다 쓸 수 있는 전략이며, 구체어의 경우에는 해당 대상의 물리적 구성

성분을 묘사할 수 있는 반면에 추상어의 경우에는 어휘에 포함된 의미

특질들을 묘사할 수 있다. 이에 실험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사진 묘사 및

그림 보고 이야기하는 과제에서뿐만 아니라 어휘를 설명하는 과제에서도

‘구성 요소’를 묘사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기에 이 전략의 전체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나머지 하위 전략 중에 학습

자들이 선호하는 전략은 ‘기능적 설명’ 및 ‘다른 특성’ 설명이었다. ‘기능

적 설명’ 전략이 구체적인 사물의 용도를 설명하는 전략이기에 본 연구

에서는 주방 사진을 묘사하는 과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사용 빈도

가 83회였다. ‘다른 특성’ 묘사하는 전략은 목표 대상과 간접적이거나 약

간의 상관성을 가진 것으로 해당 대상을 묘사하는 전략이며 화자의 언어

적 배경 및 문화적 배경과 연관된 경우가 있다. 즉, 학습자가 의도한 표

현과 약간의 관계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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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략이고 실험에서는 80회의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묘사 하위에 ‘위

치’ 및 ‘역사’같은 특징을 묘사하는 전략의 사용 빈도가 가장 낮아 각각

12회, 5회만 사용하였다. 그리고 ‘물리적 설명’ 전략이 사물의 외관 특징

을 묘사하는 전략으로서 사진이나 그림이 제공된 과제에서 많이 사용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겨우 28회만 사용되었다. 이는 실험 자료에서 제

시된 물건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

국어 일상 어휘에 친숙하지 않고 특히 모양, 크기, 촉감 등을 묘사하는

어휘를 곧바로 떠올리지 못하여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

이다. 학습자들의 묘사 전략 사용의 실패 빈도는 70회가 된다. 묘사 전략

사용이 실패한 상황은 먼저 학습자들이 묘사 대상의 특징을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묘사 대상의 핵심 특징에 따라 물리적 설

명, 구성 요소 설명, 기능적 설명 등 전략을 효과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습자들이 묘사의 하위 전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목표언어 어휘를 만드는 “신조어” 전략의 사용 빈

도가 45회로 가장 낮았고 전체 전략 사용에서 6.85%만을 차지하였다. 신

조어 전략은 앞에 두 전략처럼 제시된 단어나 그림에서의 정보를 그 대

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기존 목표언어 지식 체계에서 의

도한 뜻을 표현하는 어휘가 없어서 어휘 장 연상하는 것조차 힘들다. 때

문에 더 추상적인 목표언어 형태론적인 지식을 활용해야 새로운 어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학습자가 특정 어휘 구조 요소를 알아야 만

이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어휘로부터 필요한 의미 요소 및 형태 요소를

추출해서 새로운 합성어나 파생어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능력이

문법적인 지식 체계가 보다 완전한 학습자여야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신

조어 전략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실험 대

상자인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은 초급보다 더 많은 어휘를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어 어휘, 형태적인 지식이 불완전하여 신조어 전략

을 많이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 발화 자료에서의 신조어

전략 사용 사례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학습자가 한자어 형식으로 만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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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이고 그 이유는 한국어 한자어가 중국어 단어와 비슷하고 두 언어에

서 서로 대응하는 한자가 있으므로 몇몇 학습자가 이 특징을 이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한자어의 각 음절이 곧 하나

의 한자로 대응하고 의미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

들이 음절을 분리시켜 하나의 한자로 보고 새로운 한자어를 만들었지만

의사소통이 실패된 사례가 많았다. 이는 신조어 전략의 실패 횟수가 16

회로 상당히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이다. 신조어 전략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은 바로 학습자들이 단어를 새로 만들 때 의도한 의미를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 학습자 언어 수준에 따른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양상

외국어 학습자들이 목표언어를 통하여 유창하고도 효과 있는 의사소통

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의 하나가 학습자들의

언어 숙달도, 즉 학습자들이 획득한 목표언어 자원이다. 그러므로 학습자

가 소유하는 목표언어 지식의 차이가 학습자가 의사소통 장애를 부딪칠

때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 양상에 곧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절에

서는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다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에 따라 3

급 학습자 25명과 4급 학습자 25명으로 나뉘어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같은 중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

용 양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3급 학습자와 4급 학습자 각각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전체 사

용 빈도를 살폈고 그다음에 “의미 인접”, “묘사” 그리고 “신조어” 각 전

략별 출현 빈도를 살펴보았다. 두 집단 간 전략 사용의 차이를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5를 이용하여 독립집단 비모수

통계분석 U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두 집단 실제

목표언어 사용 양상을 비교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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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범주 세부 전략
세부 전략 

빈도
평균

합계(실
패 빈도)

비율

의미 인접

유비 31

4.6 115(33) 50%

유의어 26
대조 5
반의어 2
상위어 21
동위어 18
하위어 12

묘사

물리적 설명 6

4.12 103(36) 44.78%

구성 요소 44
위치 4
역사 2
기능적 설명 12
다른 특성 35

신조어 신조어 0.48 12(5) 5.22%
계 230 100%

<표 Ⅲ-3> 3급 학습자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빈도

전략 범주 세부 전략
세부 전략 

빈도
평균

합계(실
패 빈도)

비율

의미 인접

유비 40

7.72 193(32) 45.19%

유의어 63
대조 20
반의어 8
상위어 35
동위어 16
하위어 11

묘사

물리적 설명 22

8.04 201(34) 47.07%

구성 요소 52
위치 8
역사 3
기능적 설명 71
다른 특성 45

신조어 신조어 1.32 33(11) 7.74%
계 427 100%

<표 Ⅲ-4> 4급 학습자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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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3급 학습자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횟수는 총 230회가 되고 4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총 427회로 나타났다.

따라서 4급 학습자의 전략 사용 횟수는 3습 학습자보다 두 배 가까이 많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전략 유형별의 사용 빈도수를 살펴보면 4급

학습자는 “묘사” 전략과 “신조” 전략을 각각 201회, 33회의 높은 사용 빈

도로 나타났으며 3급 학습자 “묘사” 전략과 “신조어” 전략의 사용 빈도

는 각각 103회, 12회로서 4급 학습자 전략 사용 빈도의 반에 불과하다.

그 중에 신조어 전략의 경우에는 두 집단 학습자의 사용 빈도가 모두 낮

은 편이며 이 전략의 실패 빈도가 높았다. 3급 학습자 집단이 12회만 사

용했지만 5번이 실패되었고 4급 학습자 집단도 33개의 사용 사례에서 11

번이나 실패했다.

“의미 인접” 전략의 경우에는 3급 학습자가 115회를 사용하였고 4급

학습자들의 193회의 사용 빈도보다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3급 학습자들이 목표언어 기반 전략 중에 ‘의

미 인접’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전체 전략 사용의 50%로 나타났다.

3급 학습자들의 ‘의미 인접’ 하위 전략 유형의 사용 빈도 순위는 ‘유비

(31회)>유의어(26회)>상위어(21회)>동위어(18회)>하위어(12회)>대조(5

회)>반의어(2회)’로 나타났으며 ‘묘사 전략’의 경우에는 44.78%의 사용

비율로 나타났다. 하위 유형의 사용 빈도 순위는 ‘구성 요소(44회)>다른

특성(35회)>기능적 설명(12회)>물리적 설명(6회)>위치(4회)>역사(2회)’

였다. 4급 학습자들은 ‘의미 인접’ 전략보다 ‘묘사’ 전략을 보다 많이 사

용하여 전체 전략 사용에서 각각 45.19%, 47.07%의 비율을 차지했다. 그

중에 ‘의미 인접’ 전략 하위 유형의 사용 빈도 순위는 ‘유의어(63회)>유

비(40회)>상위어(35회)>대조(20회)>동위어(16회)>하위어(11회)>반의어(8

회)’로 나타났고 ‘묘사’ 전략의 하위 유형 사용 빈도는 ‘기능적 설명(71

회)>구성 요소(52회)>다른 특성(45회)>물리적 설명(22회)>위치(8회)>역

사(3회)’로 나타났다. 즉, ‘의미 인접’ 하위 전략 유형의 사용 빈도에 있어

서 4급 학습자가 유의어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3급 학습자들이

유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과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4급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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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한국어 지식을 더 많이 획득하여 어휘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

의도된 어휘의 유사한 표현을 보다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3급 학습자들이 정확한 유의어를 신속하게

찾지 못하여 의미적으로 유사한 자질로 비유 전략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4급 학습자 집단에서 의미 인접 전략을 193회를 사용하여

실패 사례가 32회 정도가 된 것이 3급 학습자 집단이 의미 인접 전략

115회의 사용에서 33회가 실패 것보다 성공률이 높았다. 그러나 두 집단

학습자들이 주요 사용한 의미 인접 하위 전략 유형이 큰 차이가 없었고

유의간계를 활용하는 유비와 유의어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묘사’ 전략에서는 4급 학습자들이 3급 학습자들이 잘 사용하지 못한

기능적 설명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 전략은 주로 주방 사진을

묘사하는 과제에서 많이 출현하며 3급 학습자들이 사진을 묘사하는 과제

에서 회피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주방 기구들을 묘사하는 데 유

용한 기능적 설명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묘사전략의 경우

에서도 4급 학습자들이 전체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201회의 사

용 빈도에서 실패 빈도가 34회만 출현했지만 3급 학습자 집단은 103회

사용에서 36회의 실패 사례를 드러났다. 기능적 설명 전략은 주로 주방

사진 묘사와 그림 이야기 과제에서 나타났는데 주방 도구를 묘사할 때

도구의 기능을 묘사하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은 일상적인 어휘 ‘다지다, 썰다, 볶다, 섞이다’ 등으로 인해

도구의 기능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런 어휘를 떠오르는 데 어려움이 있었

을 것이다. 이에 3급 학습자들이 사진을 묘사하는 과제에서 표현하기 어

려운 물체를 회피하거나 과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4급 학

습자보다 어휘 지식이 더 부족한 3급 학습자들이 이 전략을 선호하지 않

음을 설명한다. 다음으로는 두 집단 학습자가 각 전략 유형에 따른 선호

정도를 확인할 것이며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각 전략별 사용 빈도의 유의

미한 차이를 검증하여 학습자 발화 자료에서의 전략 사용 사례를 분석하

고자 한다.



- 75 -

(1) 의미 인접 사용 양상

의미 인접이란 학습자가 해당 목표언어 어휘나 표현을 제대로 표현하

지 못하는 경우, 정확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대상과 의미

적인 특성이 유사하거나 심지어 반대된 표현을 사용하여 의도한 의사를

전달하는 전략이다. <표 Ⅲ-5>에 제시했듯이 의미 인접 전략의 사용 빈

도에 있어서 3급 학습자와 4급 학습자 간의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3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25명 학습자가 총 115회를 사용하여 학습자 평균 사

용 빈도가 4.6회로 나타난 반면에 4급 학습자 총 25명이 의미 인접 전략

을 193회를 사용했지만 이 전략의 학습자 평균 사용 빈도가 7.72회였다.

두 집단의 의미 인접 전략 사용의 실패율을 보면 4급 학습자 집단이

의미 인접 전략 실패 비율이 17%로서 3급 학습자 29%의 실패율보다 많

이 낮다. 그리고 두 학습자 집단 총 발화 어절수 및 전략 사용 간의 비

율을 비교하는 경우에서도 각 전략 유형 사용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

다. 먼저 3급 학습자 집단의 발화 어절수는 4319어절이며 의미 인접 전

략을 115회를 사용하여 의미 인접 전략의 전체 사용 비율이 2.6%였다. 4

급 학습자 집단의 발화는 총 5459어절이며 의미 인접 전략을 193회를 사

용하였고 이 전략의 사용 비율이 3.5%로 나타났으나 3급 학습자 집단보

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의미 인접 전략 세부 유형의 사용 비율에서 유의어 전략의 경우에는 4

급 학습자 집단이 1.1%로 사용했고 3급 학습자들이 0.6%로 사용한 것과

비해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으나 동위어 전략의 경우에는 3급 학습자들

이 0.4%로 사용하여 4급 학습자 집단의 0.2%의 사용 비율보다 조금 높

았다. 한편 의미 인접 하위 유형 중에 유비 전략과 하위어 전략의 사용

비율이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고 모두 똑같이 0.7% 및 0.2%로 나타났

다. 나머지 하위 유형의 경우에는 4급 학습자 집단의 사용 비율이 3급

학습자 집단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평균을 보면 두

학습자 집단 간의 의미 인접 전략 사용 빈도 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미 인접 전략이 주로 어휘 계열관계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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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략이기에 학습자가 알고 있는 어휘의 양과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3급 학습자들이 경우 초급 수준을 넘어서 중급에 진입하

는 관계로 어휘 지식과 표현할 수 있는 어휘의 양이 이미 중급 수준에

거의 이른 4급 학습자보다 부족해서 의미 인접 전략을 많이 사용하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술 평균에 있어서 두 집단에 학습자의 전략

사용 분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U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통계 결

과는 <표 Ⅲ-5>와 같다.

전략 세부 전략

전략 
빈도(비율%)

평균 사용 
빈도(실패율%)

합계(사용비율%) U 
검증

*P<.0
5

3급 4급 3급 4급 3급 4급

의미 
인접

유비 31(.7) 40(.7)

4.6
(29%)

7.72
(17%)

115
(2.6%)

193
(3.5%)

.000

유의어 26(.6) 63(1.1)
대조 5(.1) 20(.3)
반의어 2(.04) 8(.1)
상위어 21(.4) 35(.6)
동위어 18(.4) 16(.2)

하위어 12(.2) 11(.2)

<표 Ⅲ-5> 3급-4급 학습자 집단 의미 인접 전략 사용 양상

<표 Ⅲ-5>에 나타나듯이 의미 인접 전략의 사용 빈도에 있어서 3급

학습자와 4급 학습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의미 인

접 전략 사용 실태를 보면 3급 학습자의 발화 자료에서의 의미 인접 전

략은 주로 과제 1 – 어휘 설명 과제와 과제 3 – 그림 순서대로 이야기

하기 과제에서 나타났다. 이는 의미 인접 전략이 어휘의 의미 계열관계

특성을 활용하는 전략이어서 어휘 설명 과제에 예상대로 가장 많이 출현

한 것이다. 과제 2 – 그림 묘사 과제의 경우에는 어휘를 설명하는 과제

처럼 미리 제시한 어휘로부터 의미적 단서를 얻을 수 없기에 3급 학습자



- 77 -

들이 그림만 보고 구체적인 사물을 묘사할 때 모르는 어휘를 대체하는

단어나 표현을 떠오르는 데 어려워했다. 따라서 그림 묘사하는 과제에서

3급 학습자들이 과제를 포기하는 경향이 심했다. 마지막의 그림 순서대

로 이야기하는 과제도 그림만 있고 어휘적인 단서가 없지만 이야기 줄거

리에서 피하기 힘든 표현이 있다. 이에 학습자들이 어려워했지만 그림

묘사 과제보다 의미 인접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공 사례

3급-S1 – 과제3

S1: ((음)):: 그 후에 그 후에 그들 어떤: 한 일을 하노라도 서로 서로 계약한

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되었다.(약속하다)

3급-S2 – 과제3

S2: 그런데:: 경기 시간 속에서 OO씨? 가 쓰러져서 뒤 떨어졌다.(넘어지다)

3급-S6 – 과제1

S6: [탁월하다] 그 단어는 훌륭하다는 그 단어보다 더 좋은 형용사예요.(탁월

하다)

∙실패 사례

3급-S7 – 과제 1

S7: 생각하다의 뜻이에요.(반성하다)

3급-S10 – 과제 1

S10: 이게 무슨:: 설명 설명이다.(힌트)

우선 성공 사례에서의 첫 번째 예문은 학습자 S1이 그림 순서대로 이

야기하기 과제에서 이야기 주인공들이 오해를 풀어서 앞으로 함께 노력

할 것을 약속한다는 뜻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학습자는 “약속

하다”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하여 “약속하다”와 비슷하게 사람들이 협

상을 통해 어떤 것을 지킨다는 의미특질을 가진 “계약하다”로 대체하였

다. 두 번째 예문의 경우에는 학습자 S2가 그림 순서대로 이야기하기 과

제에서 이야기에서 아이가 넘어진 장면을 서술하고 있는데 학습자가 “넘

어지다”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유사한 단어인 “쓰러지다”로 대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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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단어는 서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 부딪치는 상태가 되는 점으로

“쓰러지다”를 사용하였다. 이어서 S6번의 예문 자료는 어휘 설명하기 과

제에서 추출한 것이다. 학습자 S6은 “탁월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유의어인 “훌륭하다”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보충 설명으로는 “탁월하다”

가 형용사라는 정보를 덧붙여 주었다. 이는 상위어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실패 사례에서 학습자 S7은 과제 1 어휘 설명하는 과제에서 “반성하

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다”로 설명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반성하다”를

일반화하여 “생각하다”로 대체하는 경우이고 두 단어가 공유하는 의미

특질이 “생각”하는 의미 특질이 있지만 “반성하다”의 의미 특질인 “되돌

아 보다”, “깊게 생각하다”, “특정 사건에 대한 고찰”등을 무시하였다. 이

렇게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목표 단어를 설명할 때 보충 설명이 필

요한 것이다. 두 번째 예문인 학습자 S10의 경우에서도 과제 1 어휘 설

명하는 과제에서 “힌트”를 설명할 때 더 일반적인 의미를 표현한 “설명”

으로 대체하였다. 이 경우에는 “설명”이 “힌트”를 주는 여러 방식 중에

하나인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면 “힌트”의 하위어가 될 것이다. 또한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힌트”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설

명”으로 볼 수도 있으며 “설명”이 상위어가 될 것이다. 문제는 상위어

혹은 하위어의 사용으로 의미 인접 전략을 실현할 때 항상 의미하는 범

위를 보충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OO에 속하지만 OO가

다르다”라는 것처럼 목표 단어의 의미를 구체화해야 청자가 이해하기 쉽

게 된다. 학습자 S10은 “설명이다”라는 표현만으로 “힌트”의 핵심적인

의미 자질을 전달하지 못한 것이다.

4급 학습자의 의미 인접 전략 사용 양상은 3급 학습자와 비교해 볼

때, 과제별 출현 빈도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전술했듯이 의미 인접 전략

이 어휘 의미 관계적 특성을 집중하는 이유로 4급 학습자도 3급 학습자

와 동일하게 과제 1인 어휘 설명하기 과제에서 이 전략을 가장 많이 사

용하였다. 나머지 두 과제에서는 3급 학습자와 달리 이 전략이 나타난

빈도가 비슷하였다. 이는 4급 학습자들이 목표어 어휘나 표현을 더 많이

알고 있으므로 활용하는 데 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어휘 단서가 없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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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도 시각적 자료를 통해 어휘나 표현을 연상함으로 알고 있는 어휘

를 이끌어냈고 모르는 표현을 대체하였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성공 사례

4급-S27 –과제 1

S27: [구속하다]::: 단어는 편하지 않아요. 좀 긴장::하다.(구속하다)

4급-S27 – 과제 2

S27: 그리고 ((어)) 문 문은 옆에 꽃병 있어요.(화분)

4급-S30 – 과제 1

S30: 산 번째 단어는 [반성] 이 일::를 내가 잘못됐습니다. 후후 내가 이 일을

위해 생각합니다.(반성하다)

∙실패 사례

4급-S42 – 과제 3

S42: 그래서 그 둘이 둘이:: 떨어졌어요.(넘어졌다)

4급-S46 – 과제 2

S46: 하나의 수건이 의자에 걸려 있어 있었다.(앞치마)

먼저 성공 사례에서 학습자 S27은 어휘 설명하는 과제에서 “구속하

다”라는 단어에서 어떤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미 특질을 파악하고 나서

유사한 표현인 “편하지 않다”와 “긴장하다”로 “구속하다”의 의미를 전달

하였다. 두 번째 예문에서 학습자 S27은 그림 묘사하는 과제에서 “화분”

이라는 단어가 친숙하지 않아서 이 단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꽃을 키

우는 도구의 뜻으로 동위어 “꽃병”을 사용하였다. 다음 예문에서 학습자

S30은 어휘 설명하는 과제에서 “반성하다”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그 뜻

을 전달하기 위하여 먼저 “반성하다”에 포함되는 의미 요소인 부정적인

사건이 “이 일::를 내가 잘못됐습니다”로 설명하고 나서 그 일에 대한 반응이

더 일반적인 단어인 “생각하다”로 “반성하다”를 대체하였다.

실패 사례를 보면 먼저 학습자 S42의 경우에는 과제 3 그림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림 중 두 학생이 2인3각 게임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넘어진 장면을 묘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습자가 “넘어지다”라는

단어에 친숙하지 않아서 유의어 전략으로 “떨어지다”로 대체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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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어의 공통점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진 상태만 유사하고 “떨어지다”

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내려진 것을 강조하는 데 반해 원래 바닥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넘어진 것을 묘사할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학

습자 S46이 과제 2 그림 묘사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의자에 걸려 있는

“앞치마”를 묘사하는 상황이다. 학습자가 “앞치마”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못해서 동위어인 “수건”을 사용하였다. “수건” 및 “앞치마”가 주방에서

자주 사용되는 물건이라는 의미 특질을 공유하고 있지만 서로 주요 용도

가 다르며 물리적 특징도 달라서 이 학습자는 “앞치마”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차라리 앞치마의 모양이나 기능을

묘사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2) 묘사 사용 양상

묘사 전략이란 학습자가 목표언어로 확실히 모르는 개념이나 물건, 행

동을 표현할 때 목표 대상의 모양, 크기, 사이즈 등 물리적 특징 혹은 다

른 특성을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 지식으로 돌려서 말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경우에는 3급 학습자가 총 103회를 사용하여 학습자 평균 사용

빈도는 4.12회가 되었다. 4급 학습자 집단에는 묘사 전략을 3급 학습자

집단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많이 사용하여 전체 사용 빈도가 201회이고

학습자 평균 사용 빈도는 8.04회가 되었다. 이로써 두 집단 간 묘사 전략

의 사용 빈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묘사 전략 사용의 실패율은 4급 학습자 집단이 17%로 나타났으며 3급

35%인 학습자보다 낮다. 두 집단 학습자 실험 과정의 전체 발화 어절수

및 전략 사용 빈도 간의 비율을 보면 3급 학습자 집단의 발화는 총 4319

어절로 나타났고 묘사전략을 총 103회를 사용하여 묘사전략의 사용 비율

이 2.4%였다. 4급 학습자 집단의 발화 어절수가 5459어절이며 묘사전략

사용 횟수가 201회로 묘사전략 사용 비율이 3.7%였다. 따라서 묘사전략

의 사용 비율에 있어서도 4급 학습자들이 3급 학습자보다 더 많이 활용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묘사 전략 하위 유형의 사용 비율을 보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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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학습자들이 물리적 설명 전략은 0.4%의 사용 비율이 3급 학습자

0.1%의 비율보다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4급 학습자들이 가장 선호

하는 하위 전략으로 기능적 설명 전략의 사용 비율이 1.3%로 나타나 3

급 학습자들의 0.3%와 비해 1%의 차이가 나타났다.

묘사 전략 하위 유형 중 다른 특성 묘사 전략의 경우에는 3급 학습자

집단 및 4급 학습자 집단 간 전략 사용 빈도수의 차이가 보이지만 각 집

단 학습자 발화 어절수를 고려했을 때 두 집단 학습자의 전략 사용 비율

이 똑 같은 0.8%였다. 나머지 하위 전략의 사용 비율상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고 4급 학습자 집단이 전체적으로 3급 학습자 집단보다 많이 사용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묘사 전략의 경우 대부분 구체적인

개념, 사물이나 행동에 대한 묘사로 사물의 구성부분, 크기, 색깔, 모양,

기능 등을 표현하는 어휘나 구조와 같은 언어 장치가 필요해서 목표언어

지식을 좀 더 많이 획득된 4급 학습자가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묘사 전략이 앞 절에서 분석한 의미 인접 전략과 달리 어

휘 의미적 특질을 공유하는 어휘 하나만 생각나서 한 단어만 써서 의도

한 뜻을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묘사 전략의 경우에는 학습자가 사물을

묘사하는 데에 문장 수준으로 표현하는 상황이 많다. 완결된 문장 형태

를 말하는 것도 역시 3급 학습자가 4급 학습자보다 좀 더 생소한 것으로

보이고 3급 학습자가 묘사 전략을 덜 시도한 것이다. 다음 U 검증 결과

에서도 p값은 .000로 두 집단 간 묘사 전략의 사용상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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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략 

세부 전략

전략 빈도(비율%)
평균 사용 

빈도(실패율%)
합계(시용비율%)

U 검증
*P<.05

3급 4급 3급 4급 3급 4급

묘
사 
전
략

물리적 설명 6(.1) 22(.4)

4.12
(35%)

8.04
(17%)

103
(2.4%)

201
(3.7%)

.000

구성 요소 44(1) 52(.9)
위치 4(.09) 8(.1)
역사 2(.04) 3(.05)
기능적 설명 12(.3) 71(1.3)

다른 특성 35(.8) 45(.8)

<표 Ⅲ-6> 3급-4급 학습자 집단 묘사 전략 사용 양상

이어서 두 집단 사이의 묘사 전략의 실제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

다. 먼저 3급 학습자 발화 자료에 의하면 3급 학습자들의 묘사 전략 사

용은 과제 1 – 어휘 설명 과제 와 과제 3 – 그림 순서대로 이야기하기

과제에서 많이 나타났다. 과제 2 그림 묘사하는 과제에서는 학습자들이

회피하는 현상이 많았다. 이는 그림 묘사하는 과제에서 학습자에 대한

요구가 적었고 묘사해야하는 물건을 지정하지 않은 결과 3급 학습자들이

간단한 물건을 두세 개만 설명한 후 묘사하기 힘든 물건을 피해갔다. 반

면에 어휘 설명 과제는 어휘를 중국어로 제시했으며 설명해야 하는 내용

을 정해져 있어서 학습자가 더 적극적으로 전략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과제 3 - 그림 순서대로 이야기 하는 과제에서도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어야 하는 요구가 있기에 학습자가 줄거리에서 중심적인 표현을 모르는

경우에 그 표현을 피하지 못하여 묘사 전략을 좀 더 많이 사용하였다.

∙성공 사례

3급-S5 – 과제 1

S5: [구속하다] 은 선생님 집에 놀로 갈 때 긴장할 것 같아요.(구속하다)

3급-S7 – 과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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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 두 아이가:: ((어)) 발 묶여 있는데 달립니다.(2인3각 게임)

3급-S9 – 과제 3

S9: 경기 경기 ((음)) ((으)):: 두 사람 합쳐 ((으)) 합쳐 ((으)) 발을 매고 간

다.(2인3각 게임)

∙실패 사례

3급-S5 – 과제 1

S5: 이거:: 이 단어는 치 친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이 대학원에 갔

어요.(탁월하다)

3급-S8 – 과제 3

S8: 체육 수업 수업이 중 수업 중에 ((으)) 학생들이 놀이를 한다. ((으)) 남학

생과 여학생 함께 있다.(2인3각 게임)

성공 사례 예시를 보면, 성공 사례에서 학습자 S5가 어휘 설명하는 과

제를 수행하는 자료이다. 이 예문은 학습자가 “구속하다”라는 단어를 설

명할 때 단어의 의미 요소를 묘사하고 어떤 자유를 제한된 느낌이 생기

는 환경, 장면적인 특징을 “선생님 집에 놀로 가다”로 표현했으며 이런

부자연스러운 느낌과 유사한 “긴장하다”는 단어로 보충 설명을 하였다.

나머지 예문들은 학습자 S7, S9가 과제 3 – 그림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과제에서 2인3각 경기를 설명할 때 묘사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림

에 따라 2인3각 경기의 특징은 두 사람이 한 팀으로 구성하여 줄로 두

사람 이웃 발목을 묶어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다. 중급 학습자들이 이 경

기를 묘사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학습자 S7의 경우에는 2인

3각 경기에서 두 사람 한 팀이고 달리기 경기인 특징을 “두 아이” “달리

다”로 효과적으로 설명하였고 “발목을 묶다”는 것을 “발을 묶여”로 대체

하여 청자가 2인3각 게임을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학습자 S9도 이

경기가 두 사람 한 팀으로 발목을 묶고 달리는 세 가지 특징을 각각 “두

사람 합쳐” “발을 매다” 그리고 “간다”로 표현하여 핵심 의미 요소를 묘

사하였다.

실패 사례 예문에서는 학습자 S5가 “탁월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 단어와 연관하는 상황을 “친구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원에 가다”로

표현하였다. 이는 “탁월하다”와 연관한 상황을 묘사하는 다른 특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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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 상황에 “대학원에 진학이 어렵다”와 같은 전제

도 표명하지 않고 바로 “친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우수한 성적이 대학원에

갔어요.”하고 말했다. 이에 청자 입장에서 이 문장을 곧 “친구가 우수하

다/탁월하다”로 이해하는 데 무리가 있다. 학습자 S8은 2인3각 경기의

두 사람 한 팀의 특징을 “남학생과 여학생 함께 있다”만으로 설명하여 2

인3각 게임의 구성 요소 중 다른 특징을 진일보 묘사하지 않아 청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두 사람으로 진행할 활동이라는 특징이 너

무 일반적인 특징이기 때문이다.

4급 학습자는 3급 학습자보다 전체적으로 묘사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사용 빈도 과제별로는 보다 균형 있게 나타났다. 특히 3급 학습자와 달

리 과제 2 – 그림 묘사하는 과제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많았

다.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 발화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성공 사례

4급-S33 – 과제 2

S33: ((어)) ((음)):: 이것은 중국말로 [믹서]라고 합니다. 그 것은 ((어)) 주스

는 만드는 것입니다.(믹서)

4급-S34 – 과제 2

S34: ((으)) 요리할 때 그 ((으)) 요리할 때 입은 ((어)) 입는 옷이에요.(앞치

마)

∙실패 사례

4급-S34 – 과제 2

S34: ((으))::: 이 거 이것은 ((으)) 이것은 그 그릇 그릇과 비슷한 용기예요.(화

분)

4급-S44 – 과제 3

S44: ((음::)) 어느 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으)) 한 사람과 ((으::)) 다른 사

람은 ((음::)) 다른 사람은 ((으)) 손을 잡고 운동을 합니다.(2인3각 게임)

위에 제시했듯이 앞에 세 개의 예문은 과제 2 - 그림 묘사하기 과제

에서 추출한 묘사 전략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사례이다. 학습자 S33은

“믹서”라는 단어의 목표어를 몰라서 먼저 중국어로 설명한 후 이 어휘를

지칭하는 기계의 기능적인 특성을 “주스는 만드는 것입니다”로 묘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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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전달하였다. 학습자 S34의 첫 발화 자료에서는 학습자가 “앞치

마”를 설명할 때 앞치마의 일반적 특성인 ‘옷’이라는 것과 앞치마의 기능

적인 특징을 의식하고 “요리할 때 입은 옷이에요”라고 표현하였다.

이어서 실패 사례에서 학습자 S34의 발화 자료에서 “화분”을 “그릇과

비슷한 용기예요”로 설명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화분의 물리적 특징인

모양에 대해서 묘사 전략을 사용한 경우이다. 그러나 화분의 모양과 가

장 유사한 용기가 그릇보다 대야가 더 정확하며 이 묘사에서 화분의 핵

심적인 특징인 식물을 키우는 기능을 표현하지 않아 이해하기 힘든 것이

었다. 화분의 모양이 그릇과 비슷하다고 해도 그릇과의 차이, 예를 들어,

크기나 깊이 등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아서 그저 일반적인 식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예문은 학습자 S44가 과제 3의 줄거리에서 학

생들이 하고 있는 2인3각 게임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 학습자는 2인3각

의 구성 요소를 묘사하려고 시도했지만 “두 사람”, “운동” 두 가지 일반

적인 요소만 묘사하고 핵심적인 요소인 “발목을 묶다”는 것을 “손을 잡

다”로 표현해서 청자로 하여금 2인3각 게임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

다.

(3) 신조어 사용 양상

신조어란 외국어 학습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표현을 목표언어로 모르는

경우 학습자가 목표언어의 문법 규칙, 형태론 지식, 어휘 구조 지식 등을

활용해서 스스로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전략이다. 학습자 언어 수준에

따라 이 전략의 사용 빈도를 보면 3급 학습자들이 신조어 전략을 총 12

회만 사용하여 학습자 평균 사용 빈도가 1회 부족하였다. 4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신조어 전략을 3급 학습자보다 좀 더 많이 사용하였지만 사용

빈도가 총 33회로 나타나 학습자 평균 사용 빈도가 1회 정도만 되었다.

신조어 전략 사용 실패율에 있어서 4급 학습자의 33%가 3급 학습자의

42%보다 낮다. 두 집단 신조어 사용이 모두 낮은 빈도로 나타나지만 기

술 통계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었다. 4급 학습자들이 목표언어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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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많이 획득하여 어휘의 구조에 있어서 더 예민해서 신조어 전략의

사용 총 횟수가 33회만 되지만 3급 학습자의 사용 빈도보다 두 배 가까

이 많았다. 그리고 두 집단 학습자 실험 과정에서의 전체 발화 어절수

및 각기 전략 사용 빈도와의 비율 사이에도 차이를 나타냈다. 3급 학습

자 집단의 총 발화 어절수는 4319어절이고 신조어 전략을 12회를 사용한

것은 전략 사용 비율이 0.3%로 나타났으나 4급 학습자 집단은 총 발화

어절수가 5459어절이고 신조어 전략을 33회를 사용함으로 신조어 전략의

사용 비율이 0.6%였다. 이에 신조어 전략의 사용 빈도 및 학습자 발화

어절수 간의 비율에서도 3급 학습자 집단 및 4급 학습자 집단 간 이 전

략 사용의 차이를 다시 확인하였다.

전략 

전략 빈도(시용비율%) 평균 사용 빈도(실패율)

U 검증
*P<.053급 4급 3급 4급

신조어
12

(0.3%)
33

(0.6%)
0.48(42%) 1.32(33%) .001

<표 Ⅲ-7> 3급-4급 학습자 집단 신조어 전략 사용 양상

<표 Ⅲ-7>에 보이듯이 신조어 전략은 전체 실험에서 사용 빈도가 낮

은 전략이다. 그 이유는 신조어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전제는 학습자가

목표언어 체계에서의 일정한 문법 지식, 특히 어휘 구조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가 새로운 어휘나 표현을 창조할 때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어휘로부터 다른 어휘와 결합해서 합성어를 만들거나 자

주 쓰이는 접사(예: “-하다” “-스럽다” “-롭다” 등)를 붙여 파생어를 만

드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의 경우에는 한자어가 많다 보니 중국인 학습

자들이 일정한 양의 한국어 발음과 한자의 대응 관계를 알게 되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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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한자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한자어 음절이 대응하는 한자

가 단 하나로 고정되는 착각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하나의 음절을 곧 하

나의 한자와 대응시켜 한자어를 창의적으로 쓸 때 이해할 수 없는 단어

를 만드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주로 과제 2 – 그림

묘사하기와 과제 3 – 그림 순서대로 이야기하기에서 나타났다. 구체적

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성공 사례

3급-S4 – 과제 3

S4: 다른 학생들은 매우 ((으)) 스 순 숙련스럽게?(숙련하게)

3급-S15 – 과제 2

S15: 고종색 table 위에는 몸 물잔과 간식이 있다. (갈색/컵)

∙실패 사례

3급-S3 – 과제 2

S3: ((응)):: 이 사진은 개실 짐실 ((어응)) 그리고 식대 고등 의자 등 있어요.

(탁자)

3급-S18 – 과제 2

S18: 이번에는 냉장고 밴치 기름기가 이러 있습니다.(후드)

성공 사례에서 첫 번째 예문은 학습자 S4가 그림 순서대로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추출한 자료다. 이 학습자는 그림에서 학생들이 2인3각

경기를 능숙하게 잘하는 모습을 묘사하려고 “숙련스럽다”라는 단어를 만

들었다. 여기서는 학습자 S4는 “숙련”이라는 명사를 알고 있지만 문자에

서 부사어를 필요해서 “-스럽다”라는 접미사를 사용해서 먼저 명사 “숙

련”을 형용사로 만들고 다시 뒤에 어미 “-게”를 붙여서 “숙련스럽게”로

그림 중 인물의 행동을 수식하였다. 그다음 예문에서 학습자 S15는 그림

묘사하는 과정에서 탁자의 색깔을 설명할 때 “고종색”이라는 단어를 만

들었다. 이는 중국어에서 갈색인 “棕色”의 “棕”라는 글자의 한국어 “종”

으로 발음되어서 학습자가 그대로 “종”자를 쓰고 뒤에 명사 “색”을 붙여

합성어를 만들었다. 맨 앞에의 “고”자는 옛날 “古”자로 쓰이는 것인데 중

국어에서 색깔 앞에 “고”자를 붙이면 진한 색상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이 예문에는 “물잔”이라는 신조어 하나가 더 있다. 이것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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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 S15가 탁자 위에 컵을 묘사할 때 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따르는 용기로 “물”자를 붙여 “술잔”이나 “한 잔”에서의 “잔”자와

함께 “물잔”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실패 사례를 보면 먼저 학습자 S3은 그림 묘사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탁자”를 묘사하려고 하여 “식대”라는 신조어를 만든 사례이다. 이 학습

자는 탁자의 기능이 식사할 때 쓰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식사의 “식”자를

취하고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 즉, 요리대와 비슷

해서 그 “대”자도 빌려 썼다. 이에 요리대와 구별하고 식사할 때 필요한

테이블은 “식대”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식대’라는 어휘가 한국어에서 원

래 있는 어휘로 “탁자”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의미를 지니기에 원어민

화자들이 이 단어를 통해 “탁자”라는 뜻을 연상하기 힘들 것이다. 마지

막 예문은 학습자 S18이 부엌에서 쓰는 후드(hood)를 설명할 때 후드의

기능이 요리하는 과정 중 생기는 연기와 기름을 배출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름”뒤에 기계 이름에서 자주 쓰이는 “기”자를 붙여 “기름기”라는 단

어를 만들어 “후드”를 대신하였다. 그런데 “기機” 자를 써도 이것을 어떤

기계로 추측할 수 있지만 ‘기름’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기계

의 중심적인 기능을 설명하지 못한 것이다.

∙성공 사례

4급-S26 – 과제 3

S26: 그 들은 다시 그 놀이를 게임을 할 때 순서롭게? 했어요.(일일이 잘)

4급-S38 – 과제 2

S38: 그 ((어)) 그리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어)) 햇꽃이 있어요?(새로 핀

꽃)

4급-S40 – 과제 3

S40: ((으)) 그리고 ((으))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으 투 두 사람은 발 두 이 이

인삼족? ((하하하)) 으 그 것은 두 사람은 ((으)):: 함께서 함께 서 있어 서 있

서고 있고 ((음)).(2인3각)

∙실패 사례

4급-S29 – 과제 2

S29: 의자도 있고 식상도 있어요.(탁자)

S29: ((어응)):: 그리고 환유기도 있어요(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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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4급 학습자의 발화 자료에서 추출한 성공한 사례를 보고자 한

다. 학습자 S26은 과제 3 그림순서대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

림 주인공이 활동을 완벽하게 진행하고 또한 모든 동작들이 일일이 잘

완성되는 모습을 묘사하려고 “순서롭게”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이 학습

자가 “순서”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활동 중에 주인공이 하나도 당황하지

않는 아주 조리 있는 상태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다음에 학습자 S38은

과제 2 화분에서 새로 핀 꽃을 묘사할 때 “햇꽃”이라는 단어를 만들었

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접두사 “햇-”은 “ ‘당해에 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라고 풀

이되고 있다. 즉, 학습자 S38은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새로 핀 꽃을

“햇꽃”이라는 단어로 대칭하였다. 마지막 학습자 S40은 과제 3의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2인3각 활동을 설명할 때 “이인삼족”으

로 설명하였다. 이는 중국어에서 이 놀이의 이름이 “兩人三足” (양인삼

족)이어서 학습자 S40은 이 놀이 한국어 이름에서 쓰이는 발을 지시하

는 “각(脚)”자를 “족(足)”로 대체하여 “이인삼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

다.

실패 사례에서는 학습자 S29가 과제 2 그림 중 물건을 묘사하는 과정

중 “식상” “환유기”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먼저 “식상”이라는 단어는 “탁

자”를 지칭하는 것이며 “식사”를 하는 “식”자와 “책상”이나 “밥상”의

“상”자와 합성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어휘이다. 여기서 학습자가 “탁자”의

주요 특징인 “식사를 할 때 그릇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을 “식”자 및

“상”자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이 두 글자를 그저 독립적인 한자처럼 보았

기에 “식상”을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식상”이라는 단어는 한국어에

서 이미 쓰고 있는 단어이며 “탁자”와 관계없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

에 청자가 이 단어로 “탁자”라는 뜻을 연상하기 힘들 것이다. 두 번째

“환유기”는 전자레인지 위에 쓰이는 “후드”를 대체하는 신조어다. 이 경

우는 학습자가 실내 오염된 공기를 실외의 맑은 공기와 바꾸는 “환풍기”

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요리할 때 생기는 기름을 실외로 배출하는 기구인

“후드”를 “환유기”로 표현하였다. 이 경우에는 학습자가 “후드”가 기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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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특징을 표현하였지만 요리할 때 생긴 연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환

유換油”로 설명한 것은 명확하지 않았으며 “환유”라는 한국어 단어가 문

학에서의 “환유법”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후드”라는 기계로 이

해하기에 무리가 있다.

3) 학습유형에 따른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양상

2장에서 언급했듯이 학습유형은 학습자가 모든 학습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할 때 일관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고 학습유형

이 학습자의 인지, 정서, 심리적 등 방면에 특징을 학습 상황에서의 학습

행위 패턴으로 나타난다. 이 절에서는 학습자의 학습유형이 목표언어 기

반 전략 사용 양상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학습자의 학습유형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학습유형 분류는 Felder &

Silverman(1988)에서 제시한 학습유형의 분류이고 이 분류는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8 유형 ‘적극적-심사숙고적; 감각적-직관

적; 시각적-구두적; 단계적-총체적’으로 세분화된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학습자 유형 척도인 ILS(Index of Learning Styles) 설문지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어 신뢰도가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수용하

였다. Felder & Silverman(1988)의 연구 결과를 통해 개발한 인터넷 기

반인 이 학습유형 척도 ILS(Index of Learning Styles)는 총 44개의 문

항으로 학습자들이 4가지 층위에서의 각 학습유형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

할 수 있고 이 학습유형 분류가 전술한 Oxford(1992)에서 제2언어 학습

이나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긴밀한 관계가 있는 여러 학습유형을 포함하

고 있다.

이 학습유형 분류 방식 및 세부 유형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이 연구의

학습유형 분류 방식은 기존 학습유형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유형을

학습에서 정보에 대한 인지과정, 입력과정, 가공과정, 그리고 흡수 혹은

재구성 과정 등 각 과정에서 학습자가 선호하는 주요 학습 방식을 감각

적-직관적(인지과정), 시각적-구두적(입력과정), 적극적-심사숙고적(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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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단계적-총체적(흡수과정) 4가지 층위로 나누었다.

세부 학습 유형에서 감각적 학습자는 신체 감관을 통하여 직접 정보를

관찰하여 사실, 데이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증적 고찰하는 방식으로 학

습하는 것을 선호한다. 직관적 학습자는 추측이나 상상력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인지하여 개념화하는 것을 선호하고 원칙과 이론적인

정보를 선호한다. 시각적 학습자는 학습 상황에서 도형, 그림, 부호나 표

등 시각적인 자료로 제시된 정보를 더 잘 파악하는 것이고 구두적 학습

자는 음성 자료를 선호하고 구두 설명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된 정보를

더 잘 익힌다. 적극적 학습자들은 수동적으로 학습 대상을 관찰하는 것

보다 실제적으로 실증하는 체험을 선호하며 운동적 학습유형과 비슷하나

그룹 활동을 선호하며 상호작용을 잘 하는 외향적인 학습유형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심사숙고적 학습자는 학습 대상을 꼼꼼히 관찰하여

자기 스스로 그 정보를 심도 있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즉, 심사숙고적

학습유형인 학습자는 혼자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나 굳이 상호작용을

해야 하면 한 명의 잘 아는 학습자와 협조하는 것이 무난하다. 마지막

층위에서 단계적 학습유형인 학습자는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순서 있

게 제시하고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고 이 학습유형은 문제를 해결할 때

직선형 추론 방식을 좋아하나 점차적으로 집합하는 사고방식과 분석을

잘한다. 대조하는 총체적 학습자는 직관적으로 학습 내용의 정체를 파악

하여 처리하고 정보에 대해 확산적인 사고를 잘한다. 그리고 총체적 학

습자들이 학습 내용의 큰 그림을 보고 최종 목표까지 고려하여 정보를

여러 관점으로 통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학습자의 학습유형 기술통계 결과는 <표 Ⅲ-8>과 같다. 통계분석 편

리상 학습유형의 4가지 층위를 학습유형1(적극적 및 심사숙고적), 학습유

형2(감각적 및 직관적), 학습유형3(시각적 및 구두적) 그리고 학습유형4

(단계적 및 총체적)로 표기하였다. 먼저 학습유형1, 적극적 및 심사숙고

적 두 유형에는 후자에 속한 학습자가 총 50명의 실험자에서 30명을 차

지하나 적극적 유형인 20명보다 10명이 더 많고, 학습유형2 중 감각적

유형인 학습자가 29명으로서 직관적 유형인 21명 학습자보다 많았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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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유형3에 있어서 시각적 유형인 학습자가 28명으로, 구두적 유형인 학

습자는 22명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학습유형4에서 단계적 유형인 학습

자가 29명이고 총체적 유형인 학습자가 21명보다 8명만 많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중에 학습유형3의 학습자 분포 양상은 Reid(1987)에서 중국

인 학습자들이 강한 시각적 학습유형이라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분류 세부 유형 인원수 합계

학습유형1 적극적 20 50심사숙고적 30

학습유형2 감각적 29 50직관적 21

학습유형3 시각적 28 50구두적 22

학습유형4 단계적 29 50총체적 21

<표 Ⅲ-8> 중국인 학습자 학습유형 분포

다음은 학습유형별 학습자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빈도를 살펴보

고자 한다. 학습유형1에서 적극적 유형인 학습자 20명은 총261회의 빈도

로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 큰 전략 범주별로 보면

의미 인접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125회의 빈도로 나타났고 이 집단

학습자 전체 전략 사용의 47.89%를 차지하여 평균 사용 빈도가 6.25회였

다. 의미 인접 전략 하위 유형의 사용 빈도는 ‘유의어(40회)>유비(39회)>

상위어(20회)>동위어(14회)>대조(6회)>하위어(5회)>반의어(1회)’와 같은

순위로 나타났으나 적극적 학습자들이 유의어 및 유비 전략을 거의 같은

빈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의미 인접 전략 사용의 실패 빈도가 총 27회

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높은 빈도로 사용한 전략은 묘사 전략이었고

사용 빈도가 120회였으며 전체 전략 사용의 45.97%를 차지하였다. 묘사

전략을 평균 6회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묘사 전략이 의미 인접 전략

의 사용 빈도와 큰 차이가 없었고 이 집단 학습자들이 의미 인접 전략과

묘사 전략을 고르게 사용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묘사 전략 하위

유형의 사용 양상은 ‘다른 특성(42회)>구성 요소(40회)>기능적 설명(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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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물리적 설명(5회)>역사(3회)>위치(2회)’로 나타났다. 이 전략의 실패

빈도가 29회였다. 마지막 신조어 전략의 사용 빈도가 겨우 16회만 나타

났고 전체 전략 사용의 6.14%만 차지하여 1인당 평균 0.8회 정도만 사용

하였다. 신조어 전략의 실패 빈도가 상당히 높은 빈도인 7회로 나타나

전체 사용의 절반이 실패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는 신조어 전략이 원

래 목표언어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야 돼서 목표언어 기반 전

략 중에 다른 전략보다 학습자에게 창의적인 압력과 모험적이고 불확실

적인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게 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에 학습자가 모

르는 어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

적극적 유형과 대조 되는 심사숙고 유형인 학습자는 목표언어 기반 전

략을 총 396회를 사용하였다. 심사숙고 유형에 속한 30명 학습자는 목표

언어 기반 전략 하위의 의미 인접 전략의 사용은 총 183회로 나타났으며

이 집단 전체 전략 사용 비율의 46.21%를 차지하고 두 번째로 선호하는

전략으로 나타났으나 학습자들이 평균 6.1회를 사용하였다. 심사숙고적

학습자 집단의 의미 인접 전략 사용 실패 빈도는 38회이었고 하위 전략

유형의 사용은 ‘유의어(49회)>상위어(36회)>유비(32회)>동위어(20회)>대

조(19회)>하위어(18회)>반의어(9회)’와 같은 순위로 나타났으며 심사숙

고적 학습자 집단에서 유의어 및 상위어 전략을 가장 선호한 결과를 얻

었다. 묘사 전략의 경우에는 이 집단 학습자들이 총 184회를 사용하여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의 46.46%를 차지했고 학습자들이 평균 6.13회

를 사용하여 의미 인접 전략의 사용 빈도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실패 빈도는 41회로 적극적 학습자 집단이 120회를 사용하여 29회가 실

패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묘사 전략의 하위 전략 사용 빈도는 ‘구성

요소(56회)>기능적 설명(55회)>다른 특성(38회)>물리적 설명(23회)>위

치(10회)>역사(2회)’였다. 이상으로 심사숙고적 학습자도 적극적 학습자

와 비슷하게 의미 인접 전략과 묘사 전략의 사용은 균형 있게 나타났다.

마지막 신조어 전략은 심사숙고 유형인 학습자 집단에서도 낮은 사용 빈

도로 관찰되어 총 29회를 사용하였고 실패 빈도는 9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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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범주 세부 전략
세부 전략 

빈도
평균

합계(실패 
빈도)

비율

의미 인접

유비 39

6.25 125(27) 47.89%

유의어 40
대조 6
반의어 1
상위어 20
동위어 14
하위어 5

묘사

물리적 설명 5

6 120(29) 45.97%

구성 요소 40
위치 2
역사 3
기능적 설명 28
다른 특성 42

신조어 신조어 0.8 16(7) 6.14%
계 261 100%

<표 Ⅲ-9> 적극적(Active) 학습유형 전략 빈도

전략 범주 세부 전략
세부 전략 

빈도
평균

합계(실
패 빈도)

비율

의미 인접

유비 32

6.1 183(38) 46.21%

유의어 49
대조 19
반의어 9
상위어 36
동위어 20
하위어 18

묘사

물리적 설명 23

6.13 184(41) 46.46%

구성 요소 56
위치 10
역사 2
기능적 설명 55
다른 특성 38

신조어 신조어 0.97 29(9) 7.33%
계 396 100%

<표 Ⅲ-10> 심사숙고적(Reflective) 학습유형 전략 빈도

학습유형2에서 감각적 유형인 학습자 29명은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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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회를 사용하였다. 하위 전략 사용 빈도의 순위에 따르면 의미 인접

전략이 가장 높은 빈도인 196회로 나타났고 이 집단 전략 사용 횟수의

48.04%로 나타났으며 실패 빈도는 36회였다. 이 전략의 경우 학습자가

평균 6.8회 정도를 사용하였고 하위 전략 유형의 사용 빈도는 ‘유의어(64

회)>상위어(38회)>유비(32회)>대조(20회)>동위어(19회)>하위어(16회)>

반의어(7회)’의 순위로 나타났다. 감각적 학습자 집단에서 유의어 전략을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된 유비 전략

사용 빈도수의 두 배로 나타났다. 이 학습자 집단은 반의어 전략도 많이

사용하는 집단이며 의미 인접 하위의 다른 전략들을 모두 20회 정도로

고르게 사용한 편이다. 그다음에 묘사 전략의 사용 빈도는 이 학습자 집

단에서 183회로 나타났고 전체 전략 사용의 44.85%를 차지하였다. 실패

빈도는 41회로 나타났다. 이 전략의 학습자 평균 사용 횟수는 6.3회이고

하위 전략 유형의 사용 빈도 순위는 ‘기능적 설명(70회)>구성 요소(47

회)>다른 특성(30회)>물리적 설명(24회)>위치(8회)>역사(4회)’였다. 이처

럼 감각적 학습자 집단의 경우에는 기능적 설명 전략을 모든 학습유형

집단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Felder &

Soloman(1993: 2)에 따르면 감각적 학습자들이 실용성이 강한 지식에 예

민하고 실제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을 선호하니 사물에 기능적 특정을

더 잘 관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조어 전략의 사용은 여전히 적어

29회를 사용하여 실패 빈도가 9회이다. 이 집단 학습자들이 신조어 전략

을 평균 1회 정도 사용하였다.

감각적 학습유형과 대조된 학습유형인 직관적 학습유형에 속한 학습자

21명이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전체적으로 249회를 사용하여 감각적 학습

유형보다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 빈도가 많이 줄었다. 총 249회의

사용 빈도 중에 의미 인접 전략이 112회가 되며 전략 전체 사용의

44.98%를 차지하고 학습자 평균 5회를 사용하고 있었다. 실패 빈도가 29

회로 나타났고 하위 전략 유형의 사용 빈도 순위는 ‘유비(39회)>유의어

(25회)>상위어(18회)>동위어(15회)>하위어(7회)>대조(5회)>반의어(3회)’

이고 감각적 학습자 집단과 달리 유비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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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집단의 묘사 전략 사용 빈도는 121회가 이 집단 학습자 가장 선

호하는 전략으로서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의 48.59%를 차지하고 평균

사용 빈도 6회 정도로 나타난 것은 전술한 3가지 학습유형 집단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실패 빈도는 29회이며 하위 전략 유형의 사용

양상은 ‘다른 특성(50회)>구성 요소(49회)>기능적 설명(13회)>물리적 설

명(4회)>위치(4회)>역사(1회)’와 같은 순위로 나타났으며 학습자들이 묘

사 대상과 상관성이 좀 떨어진 다른 특성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

었으며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구성 요소 전략과 1회의 차이만 나타났

다. 기능적 설명 전략이 사용 빈도 순위에서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지만

앞에 두 전략의 사용 횟수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났다. 이 학습자 집단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은 총 횟수는 앞에 3가지 학습자 집단보다 낮았

지만 신조어 전략의 사용 빈도는 16회 1인당 평균 0.7회를 사용한 것은

앞에 3 집단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한편 실패 빈도가 7회로 나타

나 이 집단 학습자도 신조어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전략 범주 세부 전략
세부 전략 

빈도
평균

합계(실패 
빈도)

비율

의미 인접

유비 32

6.76 196(36) 48.04%

유의어 64
대조 20
반의어 7
상위어 38
동위어 19
하위어 16

묘사

물리적 설명 24

6.31 183(41) 44.85%

구성 요소 47
위치 8
역사 4
기능적 설명 70
다른 특성 30

신조어 신조어 1 29(9) 7.11%
계 408 100%

<표 Ⅲ-11> 감각적(Sensing)학습유형 전략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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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범주 세부 전략
세부 전략 

빈도
평균

합계(실패 
빈도)

비율

의미 인접

유비 39

5.33 112(29) 44.98%

유의어 25
대조 5
반의어 3
상위어 18
동위어 15
하위어 7

묘사

물리적 설명 4

5.76 121(29) 48.59%

구성 요소 49
위치 4
역사 1
기능적 설명 13
다른 특성 50

신조어 신조어 0.76 16(7) 6.43%
계 249 100%

<표 Ⅲ-12> 직관적(Intuitive) 학습유형 전략 빈도

학습유형3에 있어 시각적 학습유형에 해당하는 학습자 28명으로 상대적

으로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였다. 이 학습유형의 학습자들이 목표언어 기

반 전략을 총 333회를 사용하였다. 이 중에는 의미 인접 전략, 묘사 전

략, 신조어 전략 각각의 총 사용 횟수는 164회, 154회 그리고 15회로 나

타났고 실패 빈도는 의미 인접 전략 40회, 묘사 전략 36회 그리고 신조

어 전략 6회였다. 이 학습자 집단에서 의미 인접 전략을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의 50% 가까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평균 사용 횟수가 5.8회인

것이 묘사 전략의 평균 횟수인 5.5회보다 조금 높았다. 의미 인접 하위

전략 유형에서 유의어 전략을 43회로 사용하였고 가장 선호하는 전략으

로 나타나 상위어 및 동위어 전략을 비슷한 빈도로 사용하였다. 대조 전

략을 모든 학습유형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빈도 순위는 ‘유의어(43회)>유비(34회)>상위어(25회)>동위어(24회)>대조

(21회)>하위어(10회)>반의어(7회)’이다. 묘사 전략의 경우에는 집단 전체

전략 사용의 46.25%를 차지하여 하위 유형의 사용 빈도 순위는 ‘기능적

설명(53회)>구성 요소(40회)>다른 특성(40회)>물리적 설명(11회)>위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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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역사(3회)’로 나타났고 묘사 대상의 구성 요소 설명과 다른 특성을

설명하는 전략을 같은 빈도인 40회로 사용하였다. 신조어 전략의 경우에

는 총 15회만 사용하여 지금까지 언급한 학습유형 집단 중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이며 실패 빈도가 6회였다.

대조된 집단인 구두적 학습유형인 학습자 집단에서는 인원수가 시각적

유형보다 적었지만 목표언어 기반 전략은 324회가 나타나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시각적인 학습자 집단과 거의 같은 빈도로 사용하였다. 의미 인

접 전략을 144회로 사용하였고 전체 전략 사용의 44.44%를 차지하고 학

습자 평균 6.5회를 사용하였다. 묘사 전략을 150회가 출현하여 이 집단에

서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하는 전략으로 전체 전략 사용의 46.29%를 차

지하여 학습자 평균 6.8회를 사용한 빈도로 나타났다. 의미 인접 전략의

하위 유형 사용은 ‘유의어(46회)>유비(37회)>상위어(31회)>하위어(13

회)>동위어(10회)>대조(4회)>반의어(3회)’와 같은 순위로 나타났다. 묘사

전략의 하위 유형 사용 빈도 순위는 ‘구성 요소(56회)>다른 특성(40회)>

기능적 설명(30회)>물리적 설명(17회)>위치(5회)>역사(2회)’로 나타났고

시각적 학습자 집단과 달리 구성 요소 전략을 가장 선호하고 기능적 설

명 전략을 30회만 사용하였다. 구두적 학습자 집단의 경우에는 의미 인

접 전략 사용 실패 빈도가 25회이고 묘사 전략의 실패 빈도가 34회가 된

다. 신조어 전략의 사용에 있어서 구두적 학습유형에 속한 학습자는 22

명만 있지만 신조어 전략의 사용은 30회의 높은 출현 빈도를 차지했고

전체 전략 사용 비중에서 10% 가까이 차지한 것은 모든 학습유형 집단

에서 신조어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구두적 학습자들이 시

각적 그림이나 도표로 정보를 얻는 것보다 텍스트 혹은 구두로 설명된

음성으로 정보를 더 잘 획득하여 입력되는 경향이 있다. 즉 학습자들이

모르거나 확신할 수 없는 내용을 구두로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언어로 표

현하기 때문에 신조어 전략을 사용하는 데 많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다. (Felder & Soloman 1993: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조어 전략의 실

패 빈도가 10회로 나타났고 전략 사용의 효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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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범주 세부 전략
세부 전략 

빈도
평균

합계(실패 
빈도)

비율

의미 인접

유비 34

5.86 164(40) 49.25%

유의어 43
대조 21
반의어 7
상위어 25
동위어 24
하위어 10

묘사

물리적 설명 11

5.5 154(36) 46.25%

구성 요소 40
위치 7
역사 3
기능적 설명 53
다른 특성 40

신조어 신조어 0.54 15(6) 4.5%
계 333 100%

<표 Ⅲ-13> 시각적(Visual) 학습유형 전략 빈도

전략 범주 세부 전략
세부 전략 

빈도
평균

합계(실패 
빈도)

비율

의미 인접

유비 37

6.54 144(25) 44.44%

유의어 46
대조 4
반의어 3
상위어 31
동위어 10
하위어 13

묘사

물리적 설명 17

6.81 150(34) 46.29%

구성 요소 56
위치 5
역사 2
기능적 설명 30
다른 특성 40

신조어 신조어 1.37 30(10) 9.27%
계 324 100%

<표 Ⅲ-14> 구두적(Verbal) 학습유형 전략 빈도

마지막 학습유형4의 범주에서 단계적 학습자들이 목표언어 기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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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 총 횟수는 389회였다. 의미 인접 전략을 184회로 사용한 빈도수

가 전체 전략 사용의 47.3%를 차지하고 묘사 전략은 조금 적게 176회를

사용하였고 이 집단 학습자 전략 사용 비중에서 45.24%를 차지하였다.

두 전략의 평균 사용 횟수는 모두 6회 정도였다. 실패 빈도에는 의미 인

접 전략의 경우가 37회이며 묘사 전략은 44회였다. 두 전략 각기 하위 전

략의 사용 양상을 살피면 먼저 의미 인접 전략 하위 유형 사용 빈도 순위

가 ‘유의어(59회)>유비(40회)>상위어(25회)>동위어(22회)>대조(17회)>하위

어(12회)>반의어(9회)’로 나타났고 전체 학습유형 집단에서 반의어 전략을

많이 사용한 집단이다. 묘사 전략의 하위 전략 유형 사용 상황은 기능적

묘사가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그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전략이 구성 요소

를 설명하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사용 빈도 및 순위는 ‘기능적 설명(62

회)>구성 요소(52회)>다른 특성(35회)>물리적 설명(18회)>위치(5회)>역

사(4회)’이다. 단계적 학습유형 집단에서 신조어 전략은 총 29회가 나타

났으며 평균 사용 빈도는 1회이고 실패 빈도가 11회였다.

총체적 유형의 학습자는 21명이었고 이들 학습자들이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총 268회를 사용하였다. 이 중에 묘사 전략을 총 128회를 사용하

여 이 집단에서 가장 선호된 전략으로 나타났고 집단 전체 전략 사용의

47.7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전략의 실패 빈도가 26회였다. 묘사 전

략 하위 유형 중에 다른 특성을 묘사하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되며 구

성 요소를 묘사하는 전략도 비슷한 사용 빈도로 나타났다. 기능적 설명

전략은 각기 앞에 두 전략 사용 빈도의 반 정도만 사용되어 단계적 학습

유형 집단과 다른 양상이었다. 이 전략 하위 유형의 사용 순위는 ‘다른

특성(45회)>구성 요소(44회)>기능적 설명(21회)>물리적 설명(10회)>위치(7

회)>역사(1회)’로 나타났다. 의미 인접 전략을 총 124회를 사용하는 빈도는

묘사 전략과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하위 전략 유형의 사용에서 유비

및 상위어 전략을 같은 빈도인 31회를 사용한 것을 관찰하였고 학습자들

이 선호하는 유의어, 유비 및 상위어 전략의 사용 빈도가 거의 같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표 Ⅲ-16> 에 보이듯이 의미 인접 하위 전략 사용 순위

는 ‘유비(31회)>상위어(31회)>유의어(30회)>동위어(12회)>하위어(11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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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8회)>반의어(1회)’이고 이 전략의 실패 빈도는 28회로 나타났다. 묘사

및 의미 인접 두 전략의 평균 사용 빈도 모두 6회 정도였다. 신조어 전

략의 사용 빈도는 총 16회이었고 학습자당 0.76회를 사용하고 있었다. 신

조어 전략의 실패 빈도는 5회였다.

전략 범주 세부 전략
세부 전략 

빈도
평균

합계(실패 
빈도)

비율

의미 인접

유비 40

6.34 184(37) 47.3%

유의어 59
대조 17
반의어 9
상위어 25
동위어 22
하위어 12

묘사

물리적 설명 18

6.07 176(44) 45.24%

구성 요소 52
위치 5
역사 4
기능적 설명 62
다른 특성 35

신조어 신조어 1 29(11) 7.46%
계 389 100%

<표 Ⅲ-15> 단계적(Sequential) 학습유형 전략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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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범주 세부 전략
세부 전략 

빈도
평균

합계(실패 
빈도)

비율

의미 인접

유비 31

5.9 124(28) 46.27%

유의어 30
대조 8
반의어 1
상위어 31
동위어 12
하위어 11

묘사

물리적 설명 10

6.09 128(26) 47.76%

구성 요소 44
위치 7
역사 1
기능적 설명 21
다른 특성 45

신조어 신조어 0.76 16(5) 5.97%
계 268 100%

<표 Ⅲ-16> 총체적(Global) 학습유형 전략 빈도

이어서 학습유형에 따른 목표언어 기반 전략별 사용 양상이 통계적으

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학습자 발화 자료에서 추출한 구체적인 사

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의미 인접 사용 양상

이 절에서는 먼저 각 대조된 학습유형에 속한 학습자 집단 간 의미 인

접 전략의 전체 사용 빈도 및 각 하위 전략 사용 빈도의 차이를 살피고

각 집단 학습자의 발화 총 어절수와 빈도 간의 비율을 고려하여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각 집단 간 의미 인접 전략 사용 빈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U 검정을 실시하고 근사 유

의 수준은 p<.05로 한정하였다.

다음 가설 검정 결과를 보면 학습유형1, 적극적 학습유형 및 심사숙고

학습유형 두 집단 간에 의미 인접 전략의 사용 분포상 유의미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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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결과를 얻었다. 이 두 학습유형 집단의 경우에는 전자에 해당한 학

습자는 20명이 의미 인접 전략을 총 125회를 사용하여 학습자 평균 6.25

회를 사용하고 있었다. 후자에 속한 학습자는 30명이 있고 의미 인접 전

략을 총 183회를 사용했으며 평균 사용 빈도가 6.1회이므로 두 집단 학

습자들이 이 전략의 평균 사용 횟수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의미

인접 전략의 사용 실패율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의미 인접

전략의 사용 비율에는 적극적 학습자들이 전체 실험 과정에서 발화양은

3921어절이고 의미 인접 전략의 사용 비율이 3.2%로 나타났다. 심사숙고

적 학습자들이 총 발화 어절수가 5857어절로 3.1%의 사용 비율로 나타

나서 사용 비율에서도 두 집단 간 의미 인접 전략 사용이 현저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의미 인접 하위 전략 유형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적극

적 학습자들이 유의어 및 유비 전략을 같은 1%의 비율로 사용하였고 이

집단 학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두 하위 전략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전략인 상위어 전략은 0.5%의 사용 비율로 유의어나 유비

전략 사용 비율의 반 정도만 된다. 나머진 하위 전략 중에 동위어 전략

을 0.4%, 대조 전략을 0.2%, 하위어 전략을 0.1%로 사용하였으나 반의어

전략은 0.03%로 가장 낮은 사용 비율로 나타났다. 심사숙고적 학습자들

은 의미 인접 전략의 하위 전략 유형 중 유의어 전략을 가장 선호하며

사용 비율이 0.8%이었고 상위어 전략이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전략으

로 0.6%로 사용하였다. 유비 전략의 경우에는 심사숙고적 학습자 집단의

세 번째 선호한 전략으로 0.5%의 사용 비율을 차지하지만 적극적 학습

자 집단 이 전략을 두 배정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나머진 대조 전략, 동

위어 전략 그리고 하위어 전략의 사용 비율이 모두 똑같이 0.3%로 나타

났다. 그러므로 두 집단 간 이 전략의 사용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없

는 예상을 하되 U 검정의 결과에 따르면 역시 적극적인 학습자 집단과

심사숙고 유형인 학습자 집단 간 이 전략의 사용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경우에는 학습유형4, 단계적 학습유형 집단 및 총체적 학

습유형 집단 간의 의미 인접 전략 사용 빈도는 각각 184회 및 124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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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전자에 속한 학습자 인원수는 29명이며 후자는 21명이므로 두

학습자 집단 의미 인접 전략의 평균 사용 빈도는 각각 6.3회와 5.9회가

되었고 약간의 차이만 있었다. 실패율이 단계적 학습자 집단에서 20%이

었고 총체적 학습자 집단의 28%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학습자 집단 각기의 의미 인접 전략의 사용 비율을 보면 먼저 단계적 학

습자 집단의 총 발화 어절수는 5741어절이며 의미 인접 전략을 184회를

사용한 것이 사용 비율이 3.2%로 나타났으나 하위 전략 유형에서 단계

적 학습자들이 유의어 전략을 1%의 사용 비율로 가장 선호하고 유비 전

략도 0.7% 정도의 높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었다. 단계적 학습자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상위어 전략 및 동위어 전략이며 두 전

략의 사용 비율이 같은 0.4%이었으나 대조 전략을 0.3%로 사용하였다.

나머진 두 하위 전략인 반의어 전략 및 하위어 전략의 사용 비율이 가장

낮아 똑같이 0.2%로 나타났다. 총체적 학습자의 경우에는 학습자들의 총

발화양은 4037어절로 의미 인접 전략의 전체 사용 비율이 3.1%로 나타

났고 단계적 학습자 집단과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총체적 학습자자

들이 의미 인접 전략의 하위 전략 사용 양상은 먼저 유비 및 상위어 두

전략의 사용 빈도가 같은 것으로 사용 비율이 같은 0.8%로 나타났고 이

집단 학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두 하위 전략이었다. 특히 상위어 전략

의 사용 비율이 단계적 학습자 집단에서 이 전략 사용 빈도의 두 배가

되었다. 이들 학습자들이 그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하위 전략은 유의어이

고 사용 비율이 0.7%이었으며 하위어 전략 및 동위어 전략을 0.3%의 같

은 사용 비율로 나타났다. 총체적 학습자도 대조 전략 및 반의어 전략을

낮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조 전략을 0.2%의 사용 비율이 단계

적 학습자와 별로 차이 없지만 반의어 전략을 0.02%의 사용 비율이 단

계적 학습자보다 분명하게 덜 사용한 것이다. 기술통계상 두 집단 간 의

미 인접 전략의 사용 양상이 큰 차이가 없는 것과 같이 U 검정 결과에

의하면 단계적 학습유형 집단과 총체적 학습유형 집단 간 의미 인접 전

략의 사용 분포 차이가 없었다.

이어서 학습유형3, 시각적 학습유형 집단 및 구두적 학습유형 집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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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미 인접 전략의 사용 빈도가 기술 통계에 있어서 좀 더 차이가 보

이지만 U 검정 결과의 차원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시

각적 학습유형인 학습자 28명이 의미 인접 전략을 총 164회를 사용하였

고 학습자 평균 5.8회를 사용하는 반면에 구두적 학습유형에 속한 학습

자 22명이 의미 인접 전략을 총 144회를 사용하였고 학습자 평균 6.5회

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패율에 있어서 구두적 학습자 집단

이 17%로 나타나 시각적은 24%로 나타났다. 학습자 발화 어절수를 고

려하면 각 집단 의미 인접 전략의 사용 비율에는 시각적 학습자들이 총

5694어절의 발화 자료를 산출하고 의미 인접 전략을 2.9%의 비율로 사

용하고 있었으나 구두적 학습자들이 4084어절의 발화에 의미 인접 전략

을 144회를 사용하여 3.5%의 사용 비율로 나타났다. 의미 인접 하위 전

략 유형에서 시각적 학습자들이 유의어 전략을 0.8%의 높은 비율로 사

용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전략인 유비 전략은 0.6%로 나

타났다. 상위어 및 동위어 전략의 경우에는 같은 0.4%의 사용 비율로 나

타났고 대조 전략을 0.37%의 비율로 사용한 것은 구두적 학습자 집단

0.09%의 사용 비율보다 높았다. 시각적 집단에서 반의어 전략 및 하위어

전략의 사용 빈도가 가장 낮아 각각 0.1%, 0.2%정도로 나타났다. 구두적

학습자 집단은 의미 인접 하위 전략 유형에서 시각적 학습자들과 같이

유의어 전략을 가장 선호하며 사용 비율이 좀 더 높았고 1.1%로 나왔다.

그다음으로 자주 사용한 전략으로 유비 전략이고 사용 비율이 0.9%로

나타났으며 시각적 학습자 집단과 비교하면 0.3%의 차이가 있었다. 상위

어 전략을 0.8%정도 사용하였고 이 비율이 시각적 학습자 집단보다

0.4% 높았다. 나머진 하위어 전략을 0.3%, 대조 전략을 0.09%, 반의어

전략을 0.07%로 사용한 것이 시각적 학습자 집단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시각적 학습자 집단 및 구두적 학습자 집단 간 의미 인접 전략의

사용에 있어서 기술통계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집단에서 학습자

들의 의미 인접 전략 사용 분포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U 검증 결과에

서 확인하였다.

의미 인접 전략의 사용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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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은 학습유형2, 감각적 학습유형 집단 및 직관적 학습유형 집단이었

다. 감각적 학습유형인 학습자는 총 29명이며 이 집단에서 의미 인접 전

략은 총 196회가 관찰되어 학습자 평균6.8회를 사용하였다. 대조된 학습

유형인 직관적 학습유형에는 학습자 21명이 의미 인접 전략을 전체적으

로 112회만을 사용하였고 학습자 평균 5회 정도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실패율에서도 감각적 학습자 집단이 18%만 되며 직관적 학습자 집단

은 26%로 상대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습자 발화 어절수 및 전략

사용 빈도의 비율을 보면 먼저 감각적 학습자들의 경우 실험 과제에서

총 5840어절의 발화를 산출한 것으로 의미 인접 전략을 3.4%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직관적 학습자 집단은 실험에서 총 3938어절의 발화

를 산출하였고 의미 인접 전략의 사용 비율이 2.8%였다. 구체적인 하위

전략의 사용 양상을 살피면 감각적 학습자들이 유의어 전략을 가장 선호

하며 사용 비율이 1.1%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전략이 상

위어 전략이고 사용 비율이 0.7%였다. 유비 전략을 0.5%로 사용하며 반

의어 전략의 사용 비율이 가장 낮아 0.1%만 되었고 직관적 학습자 집단

이 이 전략을 0.08%로 사용한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의미 인접의 나머

진 전략들을 감각적 학습자들이 모두 0.3%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었다.

직관적 학습자 집단의 경우에는 의미 인접 전략 중 유비 전략을 가장 선

호하여 1%의 사용 비율로 나타나며 감각적 학습자들이 이 전략을 0.5%

의 사용율과 차이를 보이는 반면에 두 집단 이 전략을 사용하는 빈도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관적 학습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전

략인 유의어 전략 사용의 비율이 0.6%이었고 이 전략을 가장 선호하는

감각적 학습자 집단과 0.5%의 차이가 났다. 직관적 학습자 집단이 대조

전략의 사용률은 0.1%, 동위어 전략은 0.4%, 하위어 전략은 0.2%로 나타

나 감각적 학습자 집단과 비슷한 비율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두 집단 간 의미 인접 전략의 사용 빈도 기술통계상 상대적

현저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미 인접 전략 사용 분포에 있어서도

U 검정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감각적 학습유형 집단이 직관적 학습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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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보다 의미 인접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Felder &Soloman(1993:2)

에 따르면 감각적 학습유형자는 보통 자세한 내용에 대한 기억 능력이

뛰어나고 소심한 경향이 있으며 배운 지식을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있

도록 지식을 재구성하는 학습유형이다. 그리고 감각적 학습자들은 문제

를 해결할 때 체계화된 해결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의미 인접

전략이 어휘의 의미적인 계열관계, 즉 어휘 장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전

략이기 때문에 감각적 학습자에게 체계적인 전략일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므로 감각적 학습유형인 학습자들이 의도하는 어휘를 바로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에 어휘 간 관계 등 지식을 기억하여 어휘 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다른 어휘로 대체하는 의미 인접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였

다. 구체적인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략 세부 전략

전략 빈도(비율%)
평균 사용 

빈도(실패율%)
합계(사용비율%)

U 
검증

*P<.0
5

적극적
심사숙
고적

적극적
심사숙
고적

적극적
심사숙
고적

의미 
인접

유비 39(1%) 32(.5%)

6.25
(22%)

6.1
(21%)

125
(3.2%)

183
(3.1%)

.920

유의어 40(1%) 49(.8%)

대조 6(.2%) 19(.3%)

반의어 1(.03%) 9(.2%)
상위어 20(.5%) 36(.6%)
동위어 14(.4%) 20(.3%)
하위어 5(.1%) 18(.3%)

<표 Ⅲ-17> 적극적-심사숙고적 학습유형 집단 의미 인접 전략 사용 양상



- 108 -

전략 세부 전략

전략 빈도(비율%)
평균 사용 

빈도(실패율%)
합계(사용비율%)

U 
검증
*P<.
05

감각적 직관적 감각적 직관적 감각적 직관적

의미 
인접

유비 32(.5%) 39(1%)

6.76
(18%)

5.33
(26%)

196
(3.4%)

112
(2.8%)

.011

유의어 64(1.1%) 25(.6%)
대조 20(.3%) 5(.1%)
반의어 7(.1%) 3(.08%)
상위어 38(.7%) 18(.5%)
동위어 19(.3%) 15(.4%)
하위어 16(.3%) 7(.2%)

<표 Ⅲ-18> 감각적-직관적 학습유형 집단 의미 인접 전략 사용 양상

전략 세부 전략

전략 빈도(비율%)
평균 사용 

빈도(실패율%)
합계(사용비율%)

U 
검증

*P<.0
5

시각적 구두적 시각적 구두적 시각적 구두적

의미 
인접

유비 34(.6%) 37(.9%)

5.86
(24%)

6.54
(17%)

164
(2.9%)

144
(3.5%)

.288

유의어 43(.8%) 46(1.1%
대조 21(.37%) 4(.09%)
반의어 7(.1%) 3(.07%)
상위어 25(.4%) 31(.76%)
동위어 24(.4%) 10(.2%)
하위어 10(.17%) 13(.3%)

<표 Ⅲ-19> 시각적-구두적 학습유형 집단 의미 인접 전략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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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세부 전략

전략 빈도(비율%)
평균 사용 

빈도(실패율%)
합계(사용비율%)

U 
검증

*P<.0
5

단계적 총체적 단계적 총체적 단계적 총체적

의미 
인접

유비 40(.7%) 31(.8%)

6.34
(20%)

5.9
(23%)

184
(3.2%)

124
(3.1%)

.314

유의어 59(1%) 30(.7%)
대조 17(.3%) 8(.2%)
반의어 9(.2%) 1(.02%)
상위어 25(.4%) 31(.8%)
동위어 22(.4%) 12(.3%)
하위어 12(.2%) 11(.3%)

<표 Ⅲ-20> 단계적-총체적 학습유형 집단 의미 인접 전략 사용 양상

다음으로 의미 인접 전략 사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두 집단 학습

자 발화 자료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감각적 학습

자의 전략 사용 사례이다.

∙성공 사례

S42-감각적-과제 1

S42: 으 책임감이 있게 어떤 일을 ((으아)):: 지도하거나 맡다.(담당하다)

S43-감각적-과제 1

S43: 편한하지 않고 좀 부끄럽다.(구속하다)

S44-감각적-관제 2

S44: ((으)):: 그리고 ((으)):: ((아)):: 책장 책장 같은 ((응)) 것입니다.(찬장)

∙실패 사례

S42-감각적-과제 3

S42: 어느 날 체육 수업에서 선생님 미 학생들에게 짝을 맞춰서 ((으::)) 경쟁

게임을 한다고 했다.(2인3각 게임)

S50-감각적-과제 3

S50: ((으)) 게임을 했을 때 여학생 넘어졌어 그래서 게임을 그래서 게임에서

깨어지다.(탈락한다)

학습자 S42의 경우에는 과제 1에서 ‘담당’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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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보충 설명으로 동의어인 ‘맡다’로 ‘담당’을 뜻풀이하였다. 마지막

에는 이 학습자가 무엇을 담당하게 되면 담당자가 그 일의 진행에 있어

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지도하다’라는 어휘로 ‘담당’의 의미를 보충적

으로 설명하였다. 그다음 예문은 학습자 S43이 과제 1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구속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하려는 시도였다. 이 학습자는 ‘구속하

다’를 설명할 때 어떤 자유를 제한된 느낌을 ‘편하지 않다’라는 표현과

보통 긴장이나 자신감 부족으로 인한 ‘부끄럽다’라는 단어로 대체하였다.

이어서 학습자 S44는 과제 2에서 부엌 사진을 묘사할 때 사진 중의 ‘탁

자’를 묘사함에 있어서 할 때 ‘탁자’라는 단어를 몰라서 ‘탁자’와 비슷하

게 생기면서 기능도 비슷한 ‘책상’으로 의미 인접을 하고 뒤에 ‘같은 것’

으로 보충 설명하였다. 이는 이 학습자가 동위어 중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해당 어휘를 대체시키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실패 사례에서 먼저 학습자 S42가 과제 3 그림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학습자는 체육수업에서 진행한 2인3각 게임

을 설명할 때 먼저 두 사람이 함께 협조하는 특징을 묘사하고 나서 이

게임에서 “경쟁 게임”라는 상위 개념으로 “2인3각 게임”을 대체하였다.

그러나 ‘경쟁’이라는 의미 자질이 체육수업 활동에서 너무 일반적인 특징

이기 때문에 앞에 “두 사람”의 특징을 붙여도 “2인3각 게임”과 직접 연

결시킬 수 없다. 그다음 예문도 학습자가 과제 3에서 2인3각 경기하는

과정을 묘사한 발화이다. 학습자 S50은 2인3각 경기에서 어느 팀이 넘어

져서 게임에 탈락된 장면을 묘사하고 있었다. 학습자가 “탈락하다”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깨어지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학습자가

“깨어지다”의 부정적 의미와 어떤 것이나 상태에서 벗어난 의미로 게임

에서 빠져 나가야하는 것을 전달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지만 “깨어지다”

및 “탈락하다” 두 단어가 공유하는 의미 자질이 충분하지 않아서 유의어

전략의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어서 직관적 학습자 발화 자료에서의 의미 인접 전략 사용 사례를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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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S28-직관적–과제 3

S28: 근데 둘이 ((어)) 다리는 잘못했어요.(발목)

S31-직관적–과제 1

S31: 어 첫 번째 단어는 ((으)):: 야간 자유스럽다의 반대어예요.(구속하다)

∙실패 사례

S17-직관적-과제 1

S17: 좋은 형용사예요. 이 사람은 청공해요(성공해요).(탁월하다)

학습자 S28은 그림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2인3각 경

기를 하는 도중에 한 팀이 발목 쪽의 끈이 풀려 실수한 장면을 설명할

때 “발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대신에 동위어인 “다리”로 적

었다. 다음 예문에서 학습자 S31의 경우에는 어휘를 설명할 때 “구속하

다”라는 단어의 핵심 의미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에 대조하여 반대 표현

“자유롭다”를 사용했다. 하지만 문법적 오류로 인해 “자유롭다”를 “자유

스럽다”로 표현하였다.

실패 사례를 볼 때, 이 예문은 학습자 S17이 과제 1에서 어휘 “탁월하

다”를 설명하는 발화이다. 학습자가 “탁월하다”가 “형용사다”라는 포괄적

인 개념 특징으로 설명하고 나서 “성공하다”를 유의어인 “탁월하다”로

설명하려고 하였고 발음상의 오류로 “성공하다”를 “청공하다”로 발음해

버렸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성공하다”는 주로 어떤 목적을 이루는 뜻으

로 쓰이는데 남보다 뛰어나다는 뜻을 포함한 “탁월하다”와 그리 유사하

지 않다. 즉, 이 학습자가 유의어 전략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두 개념의

의미적 유사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탁월하다”의 의미를 효과적으

로 전달하지 못했다.

(2) 묘사 사용 양상

이 절에서는 묘사 전략의 사용 양상을 학습유형별 통계분석을 통해 유

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고 학습자 발화에서 묘사 전략을 사용한 실태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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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자 한다.

먼저 학습유형1에서 적극적 학습유형 집단과 심사숙고 학습유형 집단

간의 묘사 전략 사용 양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적극적 학습유형에

는 20명 학습자가 묘사 전략을 총 120회를 사용하였으며 평균 사용 빈도

6회였다. 심사숙고 학습유형의 경우에는 30명의 학습자가 묘사 전략을

총 184회를 사용하였고 학습자들이 평균 6.1회를 사용한 결과를 얻었다.

이에 두 집단 간 기술통계적으로 묘사 전략의 사용 양상이 큰 차이가 없

었다. 실패율에서도 적극적 집단의 24%가 심사숙고적 집단의 22%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두 학습자 집단의 발화 양을 고려하면 적극적 학

습자들이 전체 실험 과정에서 총 3921어절의 발화를 산출하였고 묘사 전

략을 3.1%의 비율로 사용하는 동시에 심사숙고적 학습자 집단에서는

5758어절의 발화를 수집한 것으로 묘사 전략을 같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

었다. 두 집단의 묘사 전략 전체 사용 비율이 같지만 하위 전략 유형에

서 차이 난 양상이 있었고 적극적 학습자들이 하위 전략에서 다른 특성

을 묘사하는 전략을 가장 선호하며 1.1%로 사용하였으며 구성 요소 묘

사하는 전략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사용하였고 1%의 사용 비율로 나타

났다. 그다음으로는 기능적 설명 전략을 0.7%로 사용했지만 나머진 물리

적 설명 전략을 0.1%, 역사 설명하는 전략을 0.08%, 위치 설명하는 전략

을 0.05%로 사용하였다. 심사숙고적 학습자 집단에서 묘사 전략 중 구성

요소 묘사하는 전략을 가장 선호하며 1%의 사용 비율로 나타나 기능적

설명 전략을 그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전략으로 0.9%를 사용하고 있었다.

다른 특성 묘사하는 전략을 0.6%로 사용한 것이 적극적 학습자 집단보

다 좀 낮은 사용 비율이지만 물리적 설명 전략을 0.4%, 그리고 위치 설

명하는 전략을 0.2%로 사용한 것이 적극적 학습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역사적인 설명의 사용은 심사숙고적 학습자 집단에 가장 낮

은 비율로 나타나 겨우 0.03%의 사용 비율만 나타났다. U 검정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두 집단 간 묘사 전략의 사용 분포에 있어서 큰 차이

가 보이지 않았다.

이어서 학습유형2, 감각적 학습유형 집단 및 직관적 학습유형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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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9명과 21명의 학습자가 있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29명의 학습자가

묘사 전략을 총 183회를 사용하였고 학습자들이 평균 6.3회를 사용하였

다. 후자인 직관적 학습유형에서 21명의 학습자가 묘사 전략을 총 121회

를 사용하였고 평균 사용 빈도가 5.7회여서 두 집단 간 큰 차이가 없었

다. 실패율은 감각적 집단에 22%이고 직관적 집단에 24%로 나타나 조

금의 차이가 났다. 그렇지만 두 집단 묘사 전략의 전체 사용 비율을 보

면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감각적 학습자 집단의 발화 어절수가

5840어절로 묘사 전략의 사용 비율이 3.13%로 나타났으나 직관적 학습

자 집단의 경우에는 3938어절의 발화 양을 수집되었고 묘사 전략을

3.07%의 비율로 사용하고 있어서 두 집단 간 묘사 전략의 사용이 큰 차

이가 없었다. 자세히 들어가면 감각적 학습자 집단이 묘사 전략의 하위

유형 사용에서 기능적 설명 전략을 70회인 높은 빈도로 사용한 것으로

이 하위 전략의 사용 비율이 이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1.2%로 나

타났고 구성 요소를 묘사하는 전략도 많이 사용하였으며 0.8%의 사용

비율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다른 특성을 설명하는 전략을 0.5%의 비율

로 나타났고 물리적 설명 전략의 사용 비율은 0.4%였다. 나머진 위치 및

역사 전략의 사용 비율이 가장 낮아 0.1% 정도의 사용 비율로 나타났다.

직관적 학습자 집단에서는 묘사 하위 전략 유형 중 다른 특성 전략을 가

장 선호하며 1.3%의 높은 사용 비율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선호한 하위

전략인 구성 요소 전략은 1.2%의 사용 비율로 나타났다. 나머진 하위 전

략 중에서 기능적 설명 전략을 좀 더 많이 사용하였고 0.3%의 사용 비

율이 감각적 학습자 집단과 차이가 있었다. 또한 두 집단 간 다른 특성

을 묘사하는 전략의 사용 비율이 감각적 집단 0.5%, 직관적 집단 1.3%

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구성 요소를 묘사하는 전략의 경우에

는 두 집단 총 사용 빈도수는 감각적 집단 47회, 직관적 집단 49회의 대

비는 별로 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비율이 감각적 집단 0.8%,

직관적 집단 1.2%의 대조가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두 집단 묘사 전략의 전체 사용 비율이 비슷한 것은 분포에 있어서 유의

미한 차이가 없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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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습유형4, 단계적 학습유형 집단과 총체적 학습유형 집단

간 묘사 전략의 사용 양상에 있어서 다른 대조 집단과 비하면 집단 간

차이가 가장 작은 두 집단이었다. 단계적 학습유형에는 학습자가 총 29

명이 있고 묘사 전략을 총 176회를 사용하였으며 학습자가 평균 6.08회

를 사용하였다. 이와 대조되는 총체적 학습유형인 21명 학습자는 묘사

전략을 총 128회를 사용하였고 평균 사용 빈도가 6.09회였다. 두 집단의

실패율이 각각 25%, 20%로 나타났으며 단계적 집단이 묘사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묘사 전략의 사용 비율을 확인한 결

과에 의하면 단계적 학습자 집단의 총 발화양이 5741어절로 묘사 전략의

사용 비율이 3.1%였다. 하위 전략 유형에서 기능적 설명의 사용률이

1.1%로 가장 선호한 전략으로 나타났고 구성 요소를 묘사하는 전략 사

용률이 0.9%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전략이었다. 다른 특성 묘사하는

전략을 0.6%로 사용한 것이 물리적 설명을 0.3%의 비율로 사용한 것의

두 배가 된다. 나머진 위치 및 역사 전략을 사용한 비율이 가장 낮아 각

각 0.09%, 0.07%로 나타났다. 총체적으로 학습자들이 전체 발화양이

4037어절로 묘사 전략의 전체 사용 비율이 3.2%이었고 사용률이 단계적

학습자 집단보다 조금 높았다. 총체적 학습자들이 묘사 전략 하위의 다

른 특성 및 구성 요소 묘사하는 전략을 가장 선호했고 두 전략의 사용

비율이 같은 1.1%였다. 그 중에 다른 특성 묘사하는 전략을 단계적 학습

자보다 좀 더 높은 비율로 사용하는 반면에 총체적 학습자들이 기능적

설명 전략을 0.5%로 사용한 것이 좀 더 낮은 비율로 사용하였다. 나머진

전략 중에 물리적 설명 전략 및 위치 전략을 같은 0.2%의 비율로 사용

하고 있었으며 역사 묘사하는 전략을 가장 낮은 비율로 사용하였는데

0.02%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두 집단 묘사 전략 기술통계에서 평균 사

용 횟수 간 아주 미미한 차이만 있었다. 이 상황과 일치하게 학습유형4

에서의 두 집단은 묘사 전략 사용 분포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묘사 전략의 사용에 있어서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두 학습유형 집단은 학습유형3에서의 시각적

학습유형 집단과 구두적 학습유형 집단이었다. 시각적 학습유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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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습자는 총 28명이었다. 시각적인 학습자들이 묘사 전략을 총 154회

를 사용하였고 학습자가 평균 5.5회를 사용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구두적 학습유형에 속한 학습자는 총 22명뿐이었지만 묘사 전략을 총

150회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구두적 학습유형 집단에서는 묘사 전략의

평균 사용 빈도가 6.8회로 시각적 학습유형 집단보다 현저하게 많이 사

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전략의 실패율은 두 집단 모두가 23%정도로

나타났다. 이어서 두 집단 학습자 발화량을 고려해서 먼저 시각적 학습

자들의 경우에는 3개 실험 과제를 걸쳐 총 5694어절의 발화를 수집하였

고 이 집단 학습자들의 묘사 전략 사용 비율이 2.7%로 나타났다. 묘사

하위 전략 유형의 사용을 살펴보면 시각적 학습자들이 기능적 설명 전략

을 가장 선호하며 0.9%의 사용 비율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선호한 두

세부 전략은 구성 요소 및 다른 특성 묘사하는 전략이었고 이 두 전략의

사용 비율이 똑같은 0.7%로 나타났다. 나머지 하위 전략들은 모두 10회

정도의 낮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구두적 학습자 집단의 경우에는 발화 어절수가 4084어절로서 묘사 전

략을 3.7%인 상대적 높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위 전략 유형의 사

용 양상은 구성 요소 묘사하는 전략을 가장 선호하였고 1.37%의 사용

비율로 나타났다. 다른 특성 묘사하는 전략도 1%의 높은 사용 비율로

나타났다. 이어서 기능적 설명 전략을 0.7%로 사용했고 시각적 학습자

집단 0.9%인 사용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위치 및 역사 묘사하는

전략의 사용 비율이 0.1%와 0.05%로 나타난 것도 시각적 학습자 집단과

거의 같은 사용 비율이었다. 즉, 구두적 학습자 집단이 묘사 전략 하위

전략 유형에서 주로 구성 요소, 다른 특성 그리고 물리적 설명 세 가지

전략의 사용으로 시각적 학습자 집단과 선명한 차이를 나타난 것이다. U

검정 결과에 따르면, 두 집단 묘사 전략의 사용 분포의 차원에는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 Felder & Soloman(1993: 2-3)에서 언급했듯이 구두적

학습자는 구두로 설명된 음성 정보를 더 잘 획득하여 입력되며 구두적

학습유형인 학습자들이 모르거나 확신할 수 없는 내용을 구두로 적극적

으로 물어보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을 자기 스스로 말하면서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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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습 방법을 선호한다. 그러므로 구두적 학습자는 언어 학습에 있어

서 목표언어로 메시지를 생성하며 발화하면서 정리하는 가운데 우회적으

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연습이 시각적 학습유형인 학습자보다 더 많

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더 빈번하게 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의 구두적 학습자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언어 자원으로부터 의도한 의미를 돌려서 설명하는 묘사 전략

이 발화의 길이나 완성도를 요구하는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적 학습

자보다 사용 빈도가 높았다.

전략 세부 전략

전략 빈도(비율%)
평균 사용 

빈도(실패율%)
합계(사용비율%)

U 검증
*P<.05적극적

심사
숙고
적

적극적
심사
숙고
적

적극적
심사
숙고
적

묘사 
전략

물리적 설명 5(.1%) 23(.4%)

6
(24%)

6.13
(22%)

120
(3.1%)

184
(3.1%)

.920

구성 요소 40(1%) 56(1%)
위치 2(.05%) 10(.2%)
역사 3(.08%) 2(.03%)
기능적 설명 28(.7%) 55(.9%)

다른 특성 42(1.1%) 38(.6%)

<표 Ⅲ-21> 적극적-심사숙고적 학습유형 집단 묘사 전략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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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세부 전략

전략 빈도(비율%)
평균 사용 

빈도(실패율%)
합계(사용비율%)

U 검증
*P<.05감각적 직관적 감각적 직관적 감각적 직관적

묘사 
전략

물리적 설명 24(.4%) 4(.1%)

6.31
(22%)

5.76
(24%)

183
(3.13%)

121
(3.07%)

.422

구성 요소 47(.8%) 49(1.2%)
위치 8(.1%) 4(.1%)
역사 4(.07%) 1(.02%)
기능적 설명 70(1.2%) 13(.3%)

다른 특성 30(.5%) 50(1.3%)

<표 Ⅲ-22> 감각적-직관적 학습유형 집단 묘사 전략 사용 양상

전략 세부 전략

전략 빈도(비율%)
평균 사용 

빈도(실패율%)
합계(사용비율%)

U 검증
*P<.05시각적 구두적 시각적 구두적 시각적 구두적

묘사 
전략

물리적 설명 11(.2%) 17(.4%)

5.5
(23%)

6.81
(23%)

154
(2.7%)

150
(3.7%)

.041

구성 요소 40(.7%) 56(1.37%)
위치 7(.1%) 5(.1%)
역사 3(.05%) 2(.04%)
기능적 설명 53(.9%) 30(.7%)

다른 특성 40(.7%) 40(1%)

<표 Ⅲ-23> 시각적-구두적 학습유형 집단 묘사 전략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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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세부 전략

전략 빈도(비율%)
평균 사용 

빈도(실패율%)
합계(사용비율%) U 

검증
*P<
.05

단계적 총체적 단계적 총체적 단계적 총체적

묘사 
전략

물리적 설명 18(.3%) 10(.2%)

6.07
(25%)

6.09
(20%)

176
(3.1%)

128
(3.2%)

.804

구성 요소 52(.9%) 44(1.1%)
위치 5(.09%) 7(.2%)
역사 4(.07%) 1(.02%)
기능적 설명 62(1.1%) 21(.5%)

다른 특성 35(.6%) 45(1.1%)

<표 Ⅲ-24> 단계적-총체적 학습유형 집단 묘사 전략 사용 양상

이어서 학습자 과제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묘사 전략을 어떻게 사

용하고 있는지를 구두적 및 시각적 학습자 집단의 발화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성공 사례

S29-구두적-과제 1

S29: 그다음에 [탁월하다]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어려::운 일을 완성할 수 있어

요.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큰 성과를 있어요.(탁월하다)

S33-구두적-과제 2

S33: ((으음)):: 그것은 중국말로 [화분]이라고 합니다 ((으)) 그 것은 ((음))::

꽃 꽃이랑 다른 ((음)) 다른 물건은 그 그것 안에는 ((어)) 안에는 놓아고 ((으

응)) ((음)):: 키운 키운 것이다.(화분)

∙실패 사례

S5-구두적-과제 3

S5: 선생님은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게임을 한다고 했습니다.(2인3각 게임)

S30-구두적-과제 1

S30: 여섯 단어는 [힌트] 이 일을 대해서 내가 상관한 단어 아니면 상관한 일

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어요. 말:: 한 거예요.(힌트)

먼저 구두적 학습자 발화에서 묘사 전략 사용 사례를 보면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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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학습자 S29는 과제 1, 어휘 설명하는 과제에서 ‘탁월하다’라는 어

휘를 설명하기 위해 탁월한 사람의 특징인 ‘아주 좋은 어려::운 일을 완

성할 수 있어요’로 묘사했으며 탁월한 상징인 대단한 성과를 ‘어떤 분야

에서 큰 성과를 있어요.’라고 묘사하였다. 이를 통해 ‘탁월하다’를 뜻풀이

하였다. 그다음 사례에서는 학습자 S33의 경우에는 과제 2, 부엌 사진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화분을 말하고자 했는데 ‘화분’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것은 중국말로 [花盆화분]이라고 합니다.’라고 코드 전환하다가 화분의

기능적인 특징을 설명하였다. 학습자 S33은 화분의 특징이 꽃이나 다른

식물을 안에 놓고 키우는 용도를 ‘그 것은 ((음)):: 꽃 꽃이랑 다른 ((음))

다른 물건은 그 그것 안에는 ((어)) 안에는 놓았고 ((으응)) ((음)):: 키운

것이다.’라는 말로 설명하였다. 다만 화분에서 다른 ‘식물’을 키우는 것을

다른 ‘물건’으로 표현한 것이다.

실패 사례에서 학습자 S5는 과제 3, 그림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육 수업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2인3각 경기의

규칙을 설명한 후 학생들을 짝을 지어 경기를 하라는 장면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렇지만 ‘2인3각’이라는 경기를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경

기의 규칙과 자세한 경기 내용을 단순화시켜 그저 ‘선생님은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게임을 한다고 했습니다.’라고 묘사하였다. 이는 묘사 전략

중의 구성 요소 묘사하는 것이었고 2인3각 게임이 “두 사람”으로 진행하

는 의미 요소를 묘사하였지만 “발목을 묶다”, “달리다”라는 의미 요소를

무시해버림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학습자 S30은 과제 1, 어휘 설

명하기에서 마지막 단어인 ‘힌트’를 설명할 때 어떤 것에 대한 힌트나 단

서를 줄 때 주로 해당 내용과 상관성이 있는 물건이나 의미상 연관된 단

어로 힌트를 주는 것을 묘사하여 ‘여섯 단어는 [힌트] 이 일을 대해서 내

가 상관한 단어 아니면 상관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어요.’라고 말했

다. 이는 ‘힌트’의 의미적 요소인 ‘상관한 단어/일’, ‘말했다’를 설명하고

나서 보충적으로 이런 행위의 결과인 말한 내용, ‘말:: 한 거예요.’로 추가

하여 어휘 ‘힌트’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이 학습자도 “힌트”에 포함된 의

미 요소를 설명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상관 정보를 제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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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뜻만 전달하고 정보를 받는 사람이 그 일을 “모르다”는 전제를 언

급하지도 않음과 동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도 말하지 않아서 청자가

학습자 S30의 발화를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아래는 시각적 학습자 발화에서의 묘사 전략 사용 사례이다.

∙성공 사례

S40-시각적-과제 2

S40: ((으음::)) 그림에 그림자 ((으::)) 꽃이나 나무를 담는 그릇? ((음::)) 그

릇.(화분)

S40: ((아::)) 그리고 이것은 어마를 어마를 요리를 할 때 ((으)) 허리에 허리

에 입은 입은 그 옷 옷이편입니다.(앞치마)

∙실패 사례

S17-시각적-과제 2

S17: 그리고 이 방에 그:: 꽃 꽃을 한 송이 놓여 있는 것이 있다.(화분)

시각적 학습자의 성공적 사례를 살펴보면 학습자 S40은 과제 2 사진

묘사하는 과정에서 “화분”을 “ 꽃이나 나무를 담는 그릇? ((음::)) 그릇.”

으로 화분이 “꽃이나 나무를 담다”는 기능을 묘사하고 화분이 “그릇”처

럼 생겼다는 물리적 설명도 덧붙였다. 이 설명으로 청자가 “화분”을 연

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두 번째 예시도 학습자 S40이 주방 사진을

묘사하는 발화였고 학습자는 “앞치마”를 설명할 때 앞치마의 기능적인

특징 “요리를 할 때” 및 위치적 특징인 “허리에”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였

다. 그리고 “앞치마”가 어떤 “옷”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특징도 제공

하여 효과적으로 “앞치마”의 핵심 특징을 청자에게 전달하였다.

실패 사례를 보면 학습자 S17번의 경우에는 과제 2 주방 사진을 묘사

할 때 “화분”을 말하고 싶은데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꽃 꽃을 한

송이 놓여 있는 것이 있다.”라는 화분의 구성 요소를 묘사하였다. 그러나

“꽃 한 송이 놓여 있다”는 표현만으로 화분인지 화병인지 심지어 또 다

른 꽃으로 장식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 경우에는 학습자가 “꽃

이 한 송이 있다”, “흙이 있다”와 같은 “화분”의 여러 구성 요소를 결합

해서 말하거나 화분의 기능적 특징인 “꽃을 키우는 것이다”로 묘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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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3) 신조어 사용 양상

이 절에서는 목표언어 기반 전략 하위 범주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낮

은 전략인 신조어 전략의 사용 양상을 학습자 학습유형별에 따라 살피고

나서 발화 자료에서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신조어 전략 사용 양상의 경우에도 두 집단 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학습유형3인 시각적 학습유형 집단과 구

두적 학습유형 집단이었다. 시각적 학습유형 집단에는 총 28명의 학습자

가 있으며 신조어 전략을 총 15회만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집단에서 학

습자 신조어 전략의 평균 사용 빈도는 1회 미만이었다. 반면에 구두적

학습유형 집단에는 학습자 인원수가 22명밖에 없지만 신조어 전략의 사

용 빈도가 모든 학습유형 집단에서 가장 높은 30회로 나타났다. 이에 구

두적 학습유형 집단에서 학습자들이 평균 신조어 전략을 1.4회 정도를

사용하였다. 실패율에 있어서 구두적 집단에서 33%로 나타났고 시각적

집단은 40%로 상대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각적 학습자 집

단의 발화 총 어절수가 5694어절로 이 집단 학습자의 신조어 전략 사용

비율이 0.3%만 되었으나 구두적 학습자 집단의 발화 어절수가 4084어절

로서 신조어 전략 사용 비율이 0.7%가 되었고 시각적 학습자 집단과 선

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U 검정 결과는 두 집단의 신조어 전략 사용 분포

에 있어도 후자인 구두적 학습유형 집단은 신조어 전략을 유의미하게 많

이 사용하고 있었다. 구두적 학습유형은 앞서 언급했듯이 글이나 구두로

설명된 정보를 잘 파악하며 자기 스스로 구두로 정보를 정리하는 학습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이에 구두적 학습유형인 학습자들이 언어

학습에 있어서도 말로 설명하고 정리하는 연습이 빈번하게 되며 자신이

의도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기존 지식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창조하는 시도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 학습유형1, 학습유형2, 그리고 학습유형4 각각에 속한 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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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신조어 전략 사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먼저 학습유

형1에서 적극적 학습유형 집단인 20명 학습자들이 신조어 전략을 총 16

회만 사용하였고 1인당 사용 빈도가 1회 미만이었다. 이 집단과 대조된

심사숙고 학습유형 집단은 30명 학습자가 29회를 사용하여 학습자 평균

사용 빈도도 1회 미만이었다. 실패율에는 적극적 집단의 44%가 심사숙

고적 집단의 31%보다 높았다. 이러한 점을 보면 본 연구에서 심사숙고

적 집단이 신조어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학습

자 발화 어절수를 고려할 때 적극적 학습자의 발화 총 어절수가 3921어

절로서 신조어 전략의 사용 비율이 0.4%이었고 심사숙고적 학습자 집단

의 발화양은 5758어절로서 신조어 전략을 0.5%의 비율로 약간 높은 비

율로 사용하였다. 두 집단 간 신조어 전략 사용의 평균 빈도가 미미한

차이로 나타냈듯이 U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두 집단 간 신조어 전략의

사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습유형2에서 감각적 학습유형에 29명의 학습자가 있었고 학습자들이

신조어 전략을 총 29회를 사용하였으며 이 집단의 학습자들이 신조어 전

략의 평균 사용 빈도가 마침 1회가 되었다. 감각적 학습자 집단의 발화

어절수가 5840어절로서 신조어 전략의 사용 비율이 0.5%가 되었다. 직관

적 학습유형 집단에서는 21명의 학습자들의 신조어 전략의 사용 빈도가

총 16회였고 평균 사용 빈도가 0.8회 정도만 되었다. 이 집단 학습자의

발화 어절수가 3938어절로서 신조어 전략의 사용 비율이 0.4%로 나타났

고 감각적 학습자 집단과 큰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의 신조어 전략 사

용의 분포 상황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실패율에 있어서 감각적

집단이 31%로 나타난 것은 직관적 학습자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 것

으로 보인다.

마지막 학습유형4에서는 단계적 학습유형 집단과 총체적 학습유형 집

단의 신조어 전략의 사용 빈도는 각각 29회, 16회였다. 그리고 전자인 단

계적 학습유형 집단에서의 인원수가 총 29명으로서 학습자들의 신조어

전략의 평균 사용 횟수가 1회였다. 총체적 학습유형 집단에서는 학습자

인원수가 총 21명이 되었고 신조어 전략을 총 16회를 사용함으로써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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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평균 사용 빈도는 0.8회 정도밖에 안 되었다. 두 집단의 신조어 전략

사용 비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계적 학습자들의 총 발화

양이 5741어절로서 신조어 전략 사용 비율이 0.5%로 나타났고 총체적

학습자들이 4037어절의 발화를 산출해서 신조어 전략을 0.4%로 사용하

였다. U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습유형4에서의 두 집단 간 신조어 전략의

사용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패율에 있어서 두

집단 간 분명한 차이가 관찰되어 단계적 집단의 38%의 실패율이 총체적

집단 31%의 비율보다 높았고 총체적 집단이 신조어 전략을 더 효과적으

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전략 빈도(시용비율%) 평균 사용 빈도(실패율%)
U 

검증
*P<.
05

적극적 심사숙고적 적극적 심사숙고적

신조어
16

(0.4%)
29

(0.5%)
0.8(44%) 0.96(31%) .531

<표 Ⅲ-25> 적극적-심사숙고적 학습유형 집단 신조어 사용 양상

전략 

전략 빈도(사용비율%) 평균 사용 빈도(실패율%)
U 

검증
*P<.
05

감각적 직관적 감각적 직관적

신조어
29

(0.5%)
16

(0.5%)
1(31%) 0.8(44%) .343

<표 Ⅲ-26> 감각적-직관적 학습유형 집단 신조어 사용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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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전략 빈도(사용비율%) 평균 사용 빈도(실패율%)
U 

검증
*P<.
05

시각적 구두적 시각적 구두적

신조어
15

(0.3%)
30

(0.7%)
0.54(40%) 1.37(33%) .003

<표 Ⅲ-27> 시각적-구두적 학습유형 집단 신조어 전략 사용 양상

전략 

전략 빈도(시용비율%) 평균 사용 빈도(실패율%)
U 

검증
*P<.
05

단계적 총체적 단계적 총체적

신조어
29

(0.5%)
16

(0.4%)
1(38%) 0.8(31%) .124

<표 Ⅲ-28> 단계적-총체적 학습유형 집단 신조어 사용 양상

다음으로 신조어 전략 사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된 구두적

및 시각적 학습자 집단의 실제 발화 자료에서 나타난 신조어 전략의 사

용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성공 사례

S4-구두적-과제 2

S4: 탁자 ((아)) 저게 [碗 그릇]그::릇 ((아)) 식판? 그::: 식장? 식장 식장 있

다. (찬장)

S34-구두적-과제 3

S34: ((으으)):: 첫 번 첫 번째 그림은 (으어)):: 체육:: 과 ((으엉)):: 체육과가

하고 있고 ((으)):: 학생들이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 듣고 있어요.(체육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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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사례

S36-구두적-과제 2

S36: ((응)):: 이:: 것은 ((어)) [채소를 썰다, 어떡하지?] ((음)):: 채소 채소를

((으음)):: 칼로 떨어지(썰다/자르다)는 질 때 필요한 ((으 아)):: 채소판?(도마)

성공 사례에서 학습자 S4는 과제 2, 주방 사진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탁자 위에 위치한 ‘찬장’을 말하고자 했지만 ‘찬장’이라는 단어를 몰랐다.

이 단어의 기능이 그릇이나 컵 등을 넣어 두는 곳이기 때문에 학습자는

학교 식당에서 식사하는 데 많이 사용 되는 ‘식판’이라는 단어도 떠올리

면서 ‘찬장’을 묘사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 단어와 ‘찬장’의 관련성을

설명하지 못하여 청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학습자가 마

지막으로 신조어인 ‘식장’을 말했다. 이는 ‘음식’ 혹은 ‘식판’에서의 ‘식食’

자를 빌려서 거기에다 ‘책장’ ‘옷장’ 등 단어에서 물건을 넣어 둘 수 있는

가구를 지칭하는 ‘장欌’을 붙이고 한자어 형식의 합성어를 만들어 내었

다. 학습자 S34는 과제 3, 그림 순서대로 이야기 하는 과제에서 그림 중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 데 갑자기 ‘체육 수업’

이라는 표현을 떠올리지 못해서 이 표현을 ‘체육과’로 말해버렸다. ‘체육

과’라는 단어가 ‘체육’이라는 어휘에다 학교에서 어떤 ‘과정’, ‘강의’를 이

수하는 데 쓰이는 뜻으로 ‘과’자를 떼어 붙이는 것이다.

실패 사례에서는 구두적 학습자 S36번이 과제 2의 주방 사진을 묘사

할 때 “도마”라는 단어를 몰라서 먼저 도마의 기능적 특징을 “채소를 칼

로 떨어질 때 필요하다”로 표현하고 여기서 “칼로 떨어지다”라는 표현은

실제로 “칼로 썰다/자르다”의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다. 학습자가 정확한

표현을 몰라서 채소를 자른 후에 한 곳에서 떨어진 것처럼 채소가 여러

조각으로 도마에 흩어진 모습을 “떨어지다”로 묘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 도마를 대신하는 신조어 “채소판”이라는 단어가 도마

의 특징으로 제대로 표현하지 않아서 “채소”와 평평한 표면이 뜻을 지닌

“판板”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없다.

다음은 시각적 학습자의 신조어 전략 사용 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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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S45-시각적-과제 3

S45: ((음::)) 먼저 선생님들 학생에게 ((음::)) 게임을 할 거라 하고 ((음::)) 두

사람은 ((으음::)) 두인세발? 두인셋발? 두인세발 게임이에요.(2인3각 게임)

S46-시각적-과제 2

S46: ((으)) 이거는 ((아)):: ((으아)):: 이것은 ((음)) 과일 ((어)) 과일과 물 같이

같 같이 놓고 ((으)) 주스를 만드는 용::계? 용 용::기? 기::?? 용기이에요.(기구)

∙실패 사례

S10-시각적-과제 2

S10: 그리고:: 여기는 그:: 나무가 있 바 바닥에 나무그릇가 있어요.(화분)

먼저 성공 사례에서의 첫 번째 예문은 학습자 S45가 과제 3 그림 순

서대로 이야기하기에서 체육수업에서 진행된 2인3각 게임을 설명하는

발화이다. 이 학습자는 먼저 2인3각 게임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로 “두

사람” 한 팀으로 진행한 것을 진술하고 2인3각 게임의 규칙이 참여자

의 이웃 발목을 묶고 두 사람 “세 발로” 달리는 경기라는 특징으로

“두인세발”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이 표현이 좀 어색하지만 2인3

각 경기의 주요 특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기에 청자가 이 경기를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어서 학습자 S46은 과제 2, 사진 묘사하기에서

‘믹서’를 묘사할 때 먼저 ‘믹서’에다가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물을 넣어

주스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설명하고 ‘이거는 ((아)):: ((으아)):: 이것

은 ((음)) 과일 ((어)) 과일과 물 같이 같 같이 놓고 ((으)) 주스를 만드

는’하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이 가진 기계 혹은 용구를 표현하려

고 결국 ‘용::계? 용 용::기? 기::?? 용기이에요’ 하고 말한 것처럼 몇 번

반복 시도했다가 ‘용기’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 학습자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용구’라는 단어를 말하고자 했는데 어휘상 제한으로 인해 ‘용

구’라는 어휘를 떠올리지 못해 ‘용用’자만 빌려 쓰면서 거기에다가 ‘기

구’에서의 접사인 ‘기器’자를 붙여서 ‘용기’라고 하였다. 이 어휘는 한국

어에서 바로 ‘기구’라는 뜻이 있고 학습자는 어휘를 창의적으로 쓰는

시도에 정확한 어휘를 만들어냈으며 실은 능동적으로 하나의 어휘를

습득되었다.

실패 사례에서는 학습자 S10번이 과제 2 주방 사진을 묘사하다가 바

닥에 있는 화분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나무그릇”으로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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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칭하였다. 이 학습자는 화분의 구성 요소 특징이 안에 “나무가 있

다”는 것과 화분의 물리적 특징인 “그릇”과 비슷한 형태를 파악해서

“나무를 키우는 그릇”이라는 의미를 표현하려고 “나무그릇”이라는 단어

를 만들었다. 꽃을 의미하는 “화花”에다 용기를 표현하는 “분盆”을 합

쳐 “화분”이라는 단어를 만든 것처럼 “나무그릇”도 식물 “나무”와 용기

를 표현하는 “그릇”과 합친 것이지만 “나무그릇”이 “나무로 만든 그릇”

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더 커서 이 신조어로 “화분”을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화분의 “분盆”자를 “그릇”으로 대체하는 것도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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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이상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 양상

을 학습자 언어 수준별(TOPIK 3급/4급) 및 학습자 학습유형별로 분석하

였다. 자료 분석 과정은 양적으로 각 학습자 집단 간 전략 사용의 빈도,

기술 평균 등을 비교하고 전략 사용의 분포 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질적으로는 학습자 실제 발화 자료에서 추

출한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의 성공적인 사례 및 실패한 사례를 분석

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의 문제점은 다

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전체적으로 목표언어 기

반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국인 학

습자 50명이 세 가지 말하기 과제를 걸쳐서 총 9778어절의 발화를 생산

했지만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657회만 사용하였고 그 중 실패 빈도가

151회였다. 실험 과제 설계하는 데 있어서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중급 학습자들이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내용을 포함시켰

다. 즉, 설명 대상의 한국어 표현을 바로 떠올리지 못하여 학습자들이 알

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여 설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 빈도가 여전히 낮은 것은 학습자들이 회피15)를 많이 한다

는 것이다.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확한 표현을 몰라도 목표언

어 기반 전략을 사용해서 다른 표현으로 목표 대상의 의미 자질을 도출

하거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학습자들이 정확한 표현을 모를 때 발

화 시도까지 안 하고 바로 포기한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3급 학습자의

발화 자료에서 회피 전략의 사용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면 학습자들이

“어떻게 말하지?”, “저 몰라요”, “저 한국어 잘 못해요”, “이 문제를 뛰어

가도 돼요?”라는 말로 과제수행을 거부한 것이다. 이보다 좀 더 적극적

15)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과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피 전략 및 외국어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고 사용 빈도가 각각 393회 및 101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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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도한 학습자는 “그 뜻이는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한 후에 다시 생

각해서:: 그:: 한 일은 좋은 일이 아니면 나쁜:: 예를::”처럼 애초에 설명

하는 시도를 하다가 도중에 포기한 사례도 많이 있었다. 이는 실제 대화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패한 상황이다.

두 번째로, 학습자 언어 수준 및 학습유형에 따라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양상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먼저 학습자 언어 수준에 따르면 3급

학습자 및 4급 학습자 집단 간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 빈도와 분포

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4급 학습자 집단이 전체적으로 3급

학습자 집단보다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더 많이 사용했고 사용 실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얻었다. 이는 같은 중급 학습자 집단에서도 언

어 지식의 차이가 있으며 이 차이가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에 영향

을 끼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유형별 전략 사용 양상은 먼저 감각

적 학습자들이 의미 인접 전략을 직관적 학습자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

였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감각적 학습자들이 자세한 내용에 대한 기

억 능력이 뛰어나며 체계적인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휘의

계열관계를 잘 이용하므로 의미 인접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

이다. 묘사 전략 및 신조어 전략의 사용에 있어서 구두적 학습자 집단이

시각적 학습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였고 실패율도 낮은 편

이었다. 이는 구두적 학습자들이 구두로 설명된 음성 정보를 더 잘 획득

해서 입력하며 자신이 모르거나 확신할 수 없는 내용을 구두로 적극적으

로 물어보고 스스로 말하면서 정보를 정리하는 학습 방법을 선호하는 경

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두적 학습자들이 목표언어로 메시지를

생성하여 발화함과 동시에 정리하고 우회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연습을 시각적 학습자보다 더 많이 하기에 묘사 전략을 더 잘 사용할 뿐

만 아니라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단어를 창조하는 시도를 더 많

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학습자들이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각 하위 전략 유형을 균

형 있게 사용하지 못했다. 앞에서 중국인 학습자 목표언어 기반 전략 전

체 사용 양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인 학습자들이 의미 인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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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의 “유비” 및 “유의어” 전략을 주로 사용하며 묘사 전략 하위에는

“구성요소”, “다른 특성” 및 “기능적 설명”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다. 즉,

학습자 언어 수준 및 학습유형으로 나눈 각 학습자 집단 간 목표언어 기

반 전략별 사용 양상의 통계적인 차이가 있지만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전

략 유형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의미 인접 전략의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주로 어휘의 유의관계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민우

(2017)에 의하면 어휘 교육에서 유의 표현으로 어휘 확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 유사한 의미 집합들을 활용하는 것이 학습자의 어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교육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 지도방법이기

도 한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이러한 어휘 학습 경험의 영향으로 어휘

유의관계를 이용하는 전략을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묘

사 전략의 경우에는 먼저 “구성 요소” 설명하는 전략은 추상적 개념의

의미적 구성 부분 혹은 의미 자질 및 구체적 개념의 물리적 구성 부분을

모두 설명할 수 있기에 학습자 전체 발화 자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빈

도로 나타났다. “기능적 설명” 및 “다른 특성” 두 전략은 주로 사진이나

그림을 제시된 과제에서의 구체적인 사물을 묘사할 때 많이 사용된다.

학습자들이 설명 대상의 물리적 특징인 모양, 크기, 촉감 등을 묘사하는

어휘에 친숙하지 않아 이 전략보다 사물의 실제 기능이나 용법을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과 효과적으로 연상할 수 있어서 “기능적 설명” 전략을 많

이 시도하였으며 목표 대상과 직접적으로 연관하지 않아도 배경지식이나

문화 맥락을 이용하여 연관된 의미 혹은 개념으로 “다른 특성” 전략을

많이 사용한 것이다.

네 번째로, 학습자들이 각 전략 유형의 특징 및 기능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먼저 의미 인접 전략

의 사용 실태를 통해 알 수 있다. 의미 인접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

는 것이 목표 개념의 의미 자질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어휘 계열

관계를 활용하여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다. 대체로 사용된 개념이 목표

개념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위어 전략이 대부분 상황에

서 목표 개념의 일반적이나 포괄적인 의미 특징만 제공하는 것, 유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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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의어 전략이 보통 더 핵심적인 의미 자질을 설명하는 것과 같이 어

휘 계열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해당 전략이 목표 개념의 어떤 의미 특징을

제공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많은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의도한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의미 인접 각 하위 전략

의 기능에 따라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못하여 한두 가지 유형의 전략을

집중적으로 사용했고 의도한 개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탁월하다”를 설명할 때 “형용사이다”라는 상위적인 개념보다 “‘잘

하다’와 비슷해” “‘좋다’의 뜻이 있다”처럼 더 유사한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사용된 대체 표현이 목표 개념

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았기에 표현하고자 하는 목표 개념의 의미적 특징

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학습자가 “바닥에 어::어떤 어

떤 그릇(화분)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화분”을 설명할 때 청자 입장에서

학습자가 의도한 단어가 바로 “그릇”이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학습자가 “바닥에 그릇처럼 생긴 것이 있다”같은 표현을 사용

하는 것이 의미 특징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묘사 전략

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리적 설명이나 구성 요소 설명 전략이 각각

설명 대상의 특정 특징을 제공하는 전략이므로 학습자들이 묘사 전략을

사용할 때 하위 전략이 설명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의식적으로 선

택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분”을 묘사하는 데 “그릇과 비슷해”

라는 물리적 설명보다 “이 안에 꽃과 나무를 놓아요.”라는 구성 요소 설

명이나 “꽃을 키울 수 있는 물건이다”라는 기능적 설명이 더 효과적이

다. 본 연구의 학습자들이 여러 전략 유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전략

을 의식으로 선택하지 못하여 의도한 단어의 핵심적인 특징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다.

다섯 번째로, 학습자들이 신조어 전략 사용에 있어서 실패 사례가 많

았다. 이는 학습자들이 신조어를 만들 때 의도한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

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한자어의 각 음절이 하나의 한자와 대응한다는 착

각으로 인해 한자어 음절을 분리시켜 의도한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

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것이다. 예를 들어, 몇몇 학습자가 “탁자”를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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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식대”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식사를 할 때

평평한 받침이 되는 기구”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한자어 “음식” 이나 “식

사”에서의 “식”자가 바로 “食”, “요리대”의 “대”자를 “臺”로 일일이 대응

시키고 두 글자를 원래 단어에서 분리시켜 새로운 한자어를 만든 것이

다. 그러나 한국어 음절인 “식”, “대”는 단 하나의 한자 혹은 의미를 표

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한자와 대응할 수 있기에 학습자가 만든 이

“식대”라는 신조어는 실제적으로 한국어에서 있는 단어이며 “탁자”와 전

혀 관계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신조어 전략은 목표언어 어휘 규칙을

잘 활용해야 의도한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는

전략이므로 학습자들이 목표언어 어휘 구조, 형태 등에 관한 지식을 좀

더 많이 습득해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의사소통 보조할

기능을 잘 인식시키고 목표언어 기반 전략으로 제한된 한국어 지식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3/4급 학습자 집단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 양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말하기에서 어려움

을 겪고 회피하는 경향이 더 심한 3급 학습자에게 목표언어 기반 전략

의사소통을 보조할 기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양한 소통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의사소통 전략 유형마다의 기

능 및 한계가 다르기에 여러 의사소통 장애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는 단 한 두 가지의 전략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략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학습자들이 목표언어 기반 전략 유형을 균형

있게 사용하지 못하면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소통효과가 떨어질 우

려가 있으니 여러 목표언어 기반 전략 유형을 균형 있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신조어 전략을 사용하는 데 많은 실패 사례가

있었지만 이 전략이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은 아니다. 한국어 어휘체계에는 한자어가 많아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자

어 발음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어휘를 창조한다. 여러 상황에

서 성공적으로 의사소통 장애를 극복한 실례가 王丹(2008)에서 언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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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있다. 따라서 신조어 전략의 경우에서도 학습자에게 한자어 지식

및 한국어 어휘 구조에 관한 규칙을 잘 지도하면 의사소통 장애를 극복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더 균형 있게 효과적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하위 전략의 기능 및 특성을 지도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고 세부 전략 유형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표현, 어

휘 등 지식도 함께 지도해야 한다. 전략 훈련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기존

한국어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에 익숙해지면 의사소통 장애를 직면할 때

더 적극적으로 발화 시도를 하게 되며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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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목표언어 기반 전략 교육의 실제

이 장에서는 Ⅲ장에서의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목표언어 기

반 전략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교

수학습 방안을 구안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교수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2절에서는 Ⅲ장에서 살펴본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들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목

표언어 기반 전략의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목표

언어 기반 전략의 교수학습 원리를 논의하고 마지막 4절에서는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고자 한다.

1.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교수학습 목표

대부분 외국어 교육의 현황은 교실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목표언어를

외국인 학습자에게 가르친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배

우는 목표언어 지식은 문법, 어휘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많은 상황에서

학습자들은 어휘 혹은 문장을 암기하거나 대화 모방식의 학습 활동을 하

면서 피동적이고도 기계적으로 목표언어를 배우고 연습한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도 마찬가지이며 여전히 문법중심의 교육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로는 학습자들이 이해 중심의 듣기나 읽기에서는 잘할 수

있지만 표현을 요구하는 쓰기 및 말하기에서는 약하다는 점이다. 특히

말하기는 실제 대화 상황에서 즉시적으로 반응해야 하며 알고 있는 한국

어 지식으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구성해야 하므로 중급 학습

자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실제 한국인과 의사소통하는 기회가 적어서 이미 알고 있는

한국어 지식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현행 한국어능력시험

(TOPIK)에도 말하기 능력 평가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말하기 능력의

신장에 대한 학습자들의 노력이 부족한 편이다.

외국어 교육이든 제2언어 교육이든 목표언어를 학습하는 최중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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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언어로 원어민 화자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 있다. 즉, 언어

학습자들이 해당 언어를 배우고 이해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언어

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원만하게 전달하는 데까

지 도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에도 한국어

를 배우고 나서 한국어로 자신의 생각, 느낌 등을 이미 알고 있는 한국

어 지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유창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 말하기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운 후에 결국 말로 표현해내야 하는 것이

다. 따라서 중국인 중급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목표언어 기반 전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목표언어 기반 전략은 학

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원어민 화자의 수준까지 도달하기 힘든 외국인 학

습자들이 말하기 상황에서 언어 자원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를 직

면할 때도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활용하여 기존 목표언어 지식으로부터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의사소통 장애에 대한 학습자들의 두려움도 감

소시키는 동시에 의사소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목표언어 기반 전략에 대한 교육은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

습자들의 이미 내재된 한국어 지식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어 말하

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스스로 활

용하는 것이 한국어 전체 학습에 있어서도 유의미하다. 효과적인 목표언

어 기반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교육 학

습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에 교육 학습 목표는 <표 Ⅳ-1>과 같이 일

반 목표와 하위 목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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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목표
학습자들이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통해서 이미 배운 한국어 지
식을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의사소통 장애를 극복하여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신장한다.

하위 목표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개념 및 기능을 인식한다,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유형을 안다.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표 Ⅳ-1> 목표언어 기반 전략 교수학습 목표

위 표에 제시했듯이 목표언어 기반 전략 교육의 일반 목표는 학습자

들이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한국어 지식

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발화 시도를 증진함과 동시에 의사소통 장애

를 해결하면서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실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환경의 부족으

로 말하기 능력의 신장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급

학습자들이 아직 한국어 지식이 불완전하므로 말하기에 있어서 정확한

표현을 모를 때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발화 시도조차 안 하는 경향

이 있다. 이때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지도를 통해 학습자들의 발화에 대

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한국어도 많이 노출되며 궁극적으로 한국어 말하기 능력의 신장에 도움

이 될 것이다.

2.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교수학습 내용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교수학습 내용은 Ⅱ장에서의 목표언어 기반 전

략 개념과 유형을 고려함과 동시에 Ⅲ장에서의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

자들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였

다. 먼저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이 전략이 의사소통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임을 인식시킨다. 또한 목표언

어 기반 전략이 언어 학습자에게 있어서 기존 언어 자원으로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그 기능을 인식시킨다. 일단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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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의사소통에서 전략이 자주 사용되는 것과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구

체적인 기능을 인식시켜야 만이 학습자들이 이를 배우고 사용할 때 보다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에는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실제 의사소

통에서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와 어떤 표현과

같이 사용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목표언어 기반 전략

을 크게 3가지 전략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의미 인접 전략은 말

하고자 하는 어휘를 떠올리지 못할 경우, 해당 어휘와 의미상 계열관계

가 있는 다른 어휘를 사용하는 전략이다. 묘사 전략은 학습자가 표현하

고자 하는 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것의 특징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간단한 말로 풀어서 말하는 방법이다. 마지막 신조어는 학습자가 정확하

게 알지 못한 어휘를 이미 알고 있는 목표언어 어휘와 어휘 구조에 관한

지식으로 새로운 목표언어 어휘를 창조하는 전략이다. 이처럼 전략은 학

습자가 이미 배운 목표언어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을 격려하여 의사소통

장애에 직면할 때 학습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존 목표언어 자원으로부

터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본 연구 자료 분석에 따르면 3/4급 학습자들이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달리 사용한 양상이 확인되었으므로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전

체적으로 잘 쓰지 못했으나 세부 전략 유형에 있어 3/4급 학습자 집단의

각기 사용 양상에 차이가 났다. 공통점은 두 집단 학습자가 일부 전략

유형만 주로 사용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사용 빈

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략들에 대한 지도에는 인식 훈련 단계가 유리할

수 있지만 이들 전략 사용의 실패빈도를 고려하면 전략의 기능, 특성 등

에 관한 지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생기는 다

양한 소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이 여러 전략 유

형의 특성을 파악하고 잘 활용해야 한다. 이에 학습자들이 잘 사용하지

못한 전략에 관한 인식 훈련, 기능 및 특성 지도가 특히 필요하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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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뿐만 아니라 Dörnyei(1995), A. Maleki(2007), 장미수(2005), 김지

현(2008) 등 여러 연구에서는 “풀어말하기, 우회적 표현, 근접한 표현, 신

조어” 등 전략 유형이 말하기 능력 신장에 긍정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

였다. 이들 연구에서 언급한 전략 유형은 2장에서 논술했듯이 실제로 학

습자들의 목표언어 지식을 기초로 한 목표언어 기반 전략이며 이들 학자

의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목표언어 기반 전략, 여러 전략 유형의 교육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분석 결과에서 학습유형에 따라 전략

사용의 차이가 확인된 경우가 있었지만 학습유형이 학습자 개개인의 지

식을 학습하는 방법 또는 패턴의 문제이기 때문에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교수학습 내용을 조정하는 것보다 학습유형 간 서로 다른 학습 방법을

소개하거나 학습자의 학습 방법을 존중하고 수업 과정에서 학습유형 특

징에 맞게 보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전략 교육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의사소통전략을 지나치

게 사용하고 전략으로 언어 표현 수단을 대체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

다. 이는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 지식의 습득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략에 대한 지도는 언어 지식의 전수 및 언어 기능의 훈

련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王丹, 2008) 즉, 다양한 의사소통전략의 사

용이 학습자의 언어 표현을 품부하게 할 수 있지만 의사소통전략 그 자

체로 언어 지식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며 실제로는 언어 지식과 긴밀하

게 연결해야 언어 학습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교수학습 내용 체계는 전략의 개념, 세부 유형

을 인식시키는 내용과 실제 전략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전략

개념 및 세부 유형에 관한 소개는 인식 훈련단계에 속할 것이다. 실제

전략 사용에 관한 지도가 전략 지도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국어 표현,

언어 지식 및 실제 사용 사례와 결합해서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 다

음으로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미 인접 전

략 및 묘사 전략 각 하위의 주요 전략 유형에 따라 한국어 표현을, 신조

어 전략 사용에 관한 언어적 지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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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인접 전략 교수학습 내용

의미인접 전략은 학습자가 발화 도중에 어려워하는 어휘를 표현할 때

이 어휘의 의미관계 지식을 활용하여 해당 어휘의 유의어, 반어의, 상위

어, 하위어 등을 사용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과 결합해서 쓰이는 한국어 표현은 Ainur(2010: 79-80), 조인정

(2014: 189-195)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Ainur(2010)에는 의미 인접 하위

의 유비 전략 및 상위어 전략과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을 서술형으로 몇

몇 문형을 제시하였고 조인정(2015)에는 의미 인접 전략의 하위 유형에

쓸 수 있는 한국어 표현을 더 많이 포함하였으나 한국인 모어 화자가 스

피드 게임에서 쓰이는 문형을 추출한 것이므로 문형에는 좀 더 구어적인

문형을 제시하였다.

전략 유형 조인정(2015: 189-195) Ainur(2010: 79-80)

유비

-하고/-(이)랑 비슷해
-하고/-(이)랑 비슷한 거
-처럼 생겼어/생긴 거
-같아/같은 거/ 같은 데

이것은 –처럼 생기다.
이것은 –같다.

유의어
-(을)를 다른 말로/걸로?
-(을)를 다른 표현으로?

-

대조 -말고 (보충설명) -
반의어 -의 반대/반대말 -

상위어

-(상위어)인데 (보충설명)
-(상위어)중에 (보충설명)
-(관형사현)ㄴ/은/는 거(데) 
(보충설명)

이것은 –다.
이것은 –중에 하나이
다.
이것은 –에 속한다.
이것은 –에 포함한다.

하위어
(하위어1,2,3) 이런 거를 통틀어(서) 
워라 그러지?

-

<표 Ⅳ-2> Ainur(2010) 및 조인정(2015)의 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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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제시한 표현을 참고하여 좀 더 보완했으며 의미 인접 전략과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예시
∙유비 및 유의어

-이것은 ~(와)과 비슷하다/ 비슷한 것이다/ 마찬가지다.
-이것은 ~(와)과 같다/ 같은 것이다.
-이것은 ~의 뜻이다.
-이것이 다른 말로/표현으로 하면 ~다.

∙대조 및 반의어
-이것은 ~의 반대(말)이다.
-이것은 ~(와)과 다르다/다른 것이다/반대된다.
-이것은 ~보다 더/덜 ~

∙상위어, 동위어 및 하위어
-이것은 ~다.
-이것은 ~의 일종이다.
-이것은 ~를 포함한다.
-하위어 1, 2, 3 (와) 같은 것을 다 그것으로 한다./통칭하면 ~다.
-이것은 (동위어)와/과 같은 종류이다.

즉, 위에서 제시했듯이 의미 인접 전략의 경우 주로 학습자의 어휘 지

식을 활용하는 전략이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이 바

로 떠올리지 않을 때 학습자가 목표 개념의 의미 특징을 상위어, 동위어,

하위어, 유의어 혹은 반의어로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단어조차 생각

나지 않으면 비유나 대조로 목표 개념의 의미 특징을 도출할 수 있는 것

이다.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충분한 어휘 지식이 필요

하며 어휘 교육에서 통합시킬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는 어휘 교육

에서 어휘 장을 이용하여 학습자들이 더 많은 어휘를 알게 되며 여러 어

휘 계열관계를 통해 어휘를 더 쉽게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어휘 계열

관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의미 인접 전략을 어휘 교육에 통합시키고 전

략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문형, 표현 등을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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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2) 묘사 전략 교수학습 내용

묘사 전략은 학습자가 한국어로 어떤 물건이나 행위를 설명하는 상황

에서 정확한 표현을 떠올리지 못해 해당 물건 혹은 행위의 특징을 간단

한 표현으로 풀어서 말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학습자들

이 어떤 어휘나 표현의 정확한 형태를 몰라도 해당 대상의 물리적 특징,

즉, 해당 대상의 크기, 색깔, 모양 등을 설명하거나 기능적 특징, 구성요

소 그리고 위치 등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묘사 전략과 함께 쓰이는 한국어 표현

을 살펴보고자 한다. Ainur(2010: 79-80)에서는 묘사 전략 하위의 물리적

설명 전략과 함께 쓰이는 한국어 표현을 모양, 크기, 색깔로 나뉘어 제시

했으며 기능적 설명에 쓰이는 표현도 제시하였다. 조인정(2015: 197-202)

에서도 물리적 설명에 관한 한국어 표현을 모양, 색깔, 크기로 구분하였

을 뿐만 아니라 맛과 촉감까지의 표현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묘사 전략

하위 유형의 위치, 구성요소, 기능적 설명에 관한 표현도 언급하였다.



- 142 -

전략 유형 조인정(2015: 197-202) Ainur(2010: 79-80)

물리적 설명

색깔
-색채어/ 색채어 관형사현
모양
-모양 형용사/(모양 부사) 생겼
어
-모양 형용사 관형사현 + 거
크기
-이건 ~보다 커/작아
-~만해
맛과 촉감
-어휘 표현: 맛있는 거, 매운 
거, 말랑말랄한 거, 딱딱한 거, 
차가워, 따가워

색깔
-이것은 빨간색/노란색/파란색
이다.
모양
-이것은 ~모양이다.
-이것은 ~같다/~처럼 생기다.
크기
-이것은 ~보다 크다/작다.
이것은 크기가 ~이다/~같다.

구성요소
-(으)로 만들(었)어
-(이)가 있어

-

기능적 설명
-(을)ㄹ 때 (뭘로) 동사어간 + 
(아)어
-(을)ㄹ 때 동사어간 + 은 거

-이것은 ~할 때 쓰인다/사용한
다.
-이것으로 ~할/만들 수 있다.

위치
-(위치)에 있어
-(위치)에서 (동작동사) + 은 거

-

<표 Ⅳ-3> Ainur(2010) 및 조인정(2015)의 문형

위의 두 연구에서의 제시한 문형을 참고하면서 묘사 전략 하위의 다른

전략 유형을 고려하여 한국어 표현을 보완하면 다음 예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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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물리적 특징

- 이것은 ~색이다.
- 이것은 (모양 형용사)동글하게 생기다.
- 이것은 (모양 형용사)네모나다.
- 이것은 ~무늬가 있다.
- 이것은 ~처럼 보이다.
- 이것은 ~와/과 비슷한 모양이다.
- 이것은 ~만큼 크다/작다.
- 이것은 ~보다 크다/작다.
- 이것은 ~정도의 크기다.
- 이것은 ~맛/~냄새가 난다.
- 이것은 (촉감 형용사)부드럽다/무겁다.

∙기능적 설명
- 이것은 ~할 때 필요하다/사용하다. 
- 이것은 ~을/를 만드는 것이다.
- 이것은 ~을/를 하는 데 유용하다.
- 이것은 ~으로/로 만든 것이다.

∙구성요소
- 이것에 ~가 있다/~부분이 있다/포함된다.
- 이것은 ~(으)로 만든다.
- 이것은 ~(으)로 된다.

∙위치
- 이것은 보통 ~에 볼 수 있다.
- 이것은 주자 ~같이 나타나다.
- 이것은 ~에 있다/~가운데에 있다/~주변에 있다.

∙역사
- 이것은 옛날에 많이 있었다.
- 이것은 옛날 사람들이 쓰인 것이다.
- 이것은 예전에 ~(을)ㄹ 때 하는 것이다.

∙다른 특성
- 이것은 오래 쓸 수 있다.
- 이것은 아주 튼튼하다.
- 이것은 좀 오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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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상으로 학습자들이 묘사 전략을 사용해서 목표 대상의 여러 특

징을 표현하고 나서 결국에는 의도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만, 묘사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여러 하위 전략 유형의 기능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이는 설명하는 대상의 유형에 따라서 하위 전략을 다

르게 선택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습자들이 설명하는

대상이 구체적인 사물의 경우에는 물리적 설명, 기능적 설명, 구성 요소,

위치, 역사 등 전략들이 효과적으로 사물의 특징을 전달할 수 있지만 설

명하는 대상이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에는 물리적 설명 전략을 사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 이때 구성 요소 전략을 통하여 개념에 포함된 의미 구

성 성분을 설명하거나 다른 특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 개념과 연관된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설명하는 대상이 사건이나 어떤

절차인 경우에 목표 대상에 포함된 주요 과정, 행위, 역할 등 주요 구성

부분을 설명하려면 구성 요소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어 수

업에서 접촉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설명 대상을 활용하여 묘사 전략을

연습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묘사 전략을 지도하는 것

은 수업 내용을 복습하는 과정도 되며 학습자들이 이미 학습한 내용을

묘사 전략을 통하여 실제생활에서의 의사소통 장애를 해결하는 연습도

되기 때문에 기존 지식의 실용성을 학습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기존

지식의 실용 가치를 알게 되므로 학습자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언어 지

식을 학습하고 적극적으로 지식을 활용할 것이다.

3) 신조어 전략 교수학습 내용

신조어 전략은 학습자가 자신이 의도한 어휘나 표현을 목표언어로 표

현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미 획득된 목표언어의 어휘 구조, 조어법에 관

한 지식을 통해 새로운 합성어나 파생어 등을 창의적으로 쓰는 전략이

다. 따라서 이 전략을 교육하는 것은 문법적인 지식 위주로 가르칠 수밖

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신조어 전략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은 어휘

교육 내용과 통합하며 어휘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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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 답다 공부 - 하다 청소 - 하다남자 - 답다

어근 어근 어근어근 접사 접사 접사 접사

예시    
∙단어의 구성
                                                                   

                   
 

 어근 : 단어를 구성할 때 중심적인 요소다.
 접사 : 어근에 붙어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다.
 
 연습 - 어근 및 접사를 찾읍시다.
 여자답다 - 어근( ), 접사( )
 자연스럽다 – 어근( ), 접사( )

∙복합어 - 파생어
 1. 접두사 파생어
  군-말    헛-기침    날-고기
 접두사 : 명사나 형용사 혹은 동사 어근 앞에 붙어 파생어를 구성하는 접사이다.
 2. 접미사 파생어
  높-이   놀-이   없-애다   웃-기다   채-우다   맞-추다   약속-하다  
  자랑-스럽다   아름-답다   해-롭다   
 접미사 : 명사나 형용사 혹은 동사 어근 뒤에 붙어 파생어를 구상하는 접사이다.

 연습 – 접사를 찾읍시다.

어휘를 창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한국어에

서 한자어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자어에는 특정 음절이 주로 대응하는

한자가 있다.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에는 한자어에 친숙해서 어휘 교수학

습에서 한자어의 각 음절이 대응하는 한자를 언급하면 신조어 전략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은 다음 예

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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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롭다( )   건강하다( )   길이( )   지우개( )  꽃답다( )

∙복합어 - 합성어
  창문-창+문    큰아버지-큰+아버지    닾밥-닾+밥    잘못-잘+못    첫사랑-첫+사랑
 합성어 : 둘 이상의 어근으로 구성하는 단어이다.

 연습 – 어근을 찾읍시다.
 꽃잎( )+( )   부엌일( )+( )   힘들다( )+( )   재미있다( )+( )   바로잡다( )+( )

∙한자어 음절이 대응하는 한자
  가격(價格)  가능(可能)   가정(家庭)   가면(假面)   가공(加工)   가수(歌手)
  노인(老人)  노동(勞動)   노력(努力)   노선(路線)   분노(憤怒)   노화(爐火)

 연습 – 한자어에서 음절이 대응한 한자를 추측합시다.
 사무실( )   능력( )   공장( )   장면( )   격려( )   칭찬( )   효과( )

즉, 신조어 전략을 지도함에 있어서 우선 학습자에게 단어 구성에 관한

지식을 강화시켜야 하며 한 단어의 핵심적인 부분인 어근이 단어의 주요

의미적 기능을 하는 것과 어근에 붙은 접사가 단어의 품사를 나타나거나

보충적인 의미를 추가한다는 기능을 인식시킨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단

어의 일반적인 구조를 알게 될 것이며 단어를 창의적으로 쓸 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요 의미적 특질을 생각한 후 접사를 사용하여 품사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가 신조어를 창조할 때 빈

번하게 쓰이는 방법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합성하거나 접사를 붙여

파생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의 일반적인 구조를 지도한 후에 복

합어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조어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어

문법1』16)에 따르면 복합어는 크게 파생어 및 합성어로 나뉠 수 있으며

그 중 파생어에서의 접사가 단어에서의 위치를 따라 주로 접두사와 접미

사로 파생어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합어 구성 지식을 가르치고

학습자들이 이미 배운 단어의 구성에 대해 더 잘 인식하면 단어 각 구성

16) 국립국어원. (2005). (외국인을 위한)한국어 문법 / 국립국어원 지음. (한국어교육 총

서 1).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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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에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신조어 전략 사용 사례에서 많이 출현

하는 것은 한자어를 창조하는 것이며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휘 중에 한자

어에 친숙한 경우가 많아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이 중·고급으로 올라갈수

록 더 많은 한자어를 접촉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자어가 대응하는 한자

를 의식적으로 알아두면 학습자들이 한자어 학습에서 더 유리할 뿐만 아

니라 기존 지식으로 한자어를 창의적으로 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

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같은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와 중국어

에서 쓰이는 습관이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한자어 지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위의 단어 구조 및 구성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어휘에 대

한 인식을 강화시키고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의도하는 의사를 표현하

는 데 장애가 생길 때 학습자들은 이러한 어휘에 관한 지식을 통해 창의

적으로 어휘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창조된 어휘가 문법적으로나

한국어 사용 습관에서 틀릴 수도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끼리 쓰이는

신어, 유행어와 같은 어휘가 일정한 맥락에서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보조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이다.

3.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교수학습 원리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훈련이 학습자의 기존 언어 자원을 활용하는 기

술을 가르칠 수 있고 학습자에게 언어 자원이 부족해도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 특히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

환경에서 실제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기회가 적은 학습자에게 이미 알

고 있는 한국어 지식을 잘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언어 학습 및 사용

에 있어서 특히 유리하다. 전략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Oxford(1990:

201)연구에서 “전략 교육이 제2언어와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특히 필요

한 것이다. 학습자들이 일정한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에 도달하려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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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성이 있게

학습을 해야 한다.” 하고 언급했듯이 학습자들이 전략 교육을 통해서 자

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능동적으로 배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언어 학습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한편 Dörnyei(1995)에서도 의사소통 전략

의 훈련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가 의사소

통전략이 학습자의 모국어에서 이미 사용되는 이유로 의사소통전략의 교

육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교육을 아주 좁은 의미로 국한시킨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전략 교육의 범위를 새로운 정보만 제공한다는 것에 한

정한 것이다. 실제 목표언어 교육 분야에서 교육을 보는 관점이 이보다

더 넓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가 제2언어 읽기 교육에서 학습자들이 이

미 모국어로 읽기를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에게 읽기 전략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전략의 교육 필요성을 뒷받침한 예라고 하

였다. 이에 Dörnyei(1995: 63-64)연구에서 전략 교육을 좀 더 넓은 관점

으로 보았는데 의사소통전략 교육의 6가지 절차를 제시하였다.

1. 학습자에게 의사소통전략의 의사소통적인 특성과 기능을 의식하게 해

준다. 학습자 자신이 이미 내재화된 의사소통전략을 의식하게 해주고 이

들 의사소통전략이 어떤 상황에서 효과 있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를

지도한다.

2. 학습자들의 모험 시도와 의사소통전략의 사용을 격려하다. 학습자들에

게 기존 언어 지식을 잘 활용하여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

도한다.

3. 목표언어에서 의사소통전략 사용 사례를 제공한다. 목표언어 시범, 듣

기 자료 혹은 비디오 자료를 통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 중의 의사소

통전략을 식별하여 분류하고 원어민화자 혹은 다른 목표언어 화자가 사

용하는 의사소통전략의 효과를 평가하도록 지도한다.

4. 문화 간 의사소통전략의 사용 차이에 주목한다.

5. 언어 장치로 의사소통전략을 전달할 수 있는 표현 구조의 가르침을

통해 의사소통전략을 직접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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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사소통전략을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의사소통전략의 사용이 자

동화되어야만 의사소통 상황에서 즉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Oxford(1990: 202-203)에서도 전략 훈련의 3가지 유형을 언급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습전략의 훈련 방법인 첫 번째는 의식 훈련이다. 의식 훈

련은 학습자들이 학습전략의 일반적인 개념과 전략의 효과를 의식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과정은 강의식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이 자료

에서 사용된 전략을 찾는 방식이 더 낫다고 하였다. 이는 앞에

Dörnyei(1995)에서 제시한 의사소통전략 교육 절차 중에 첫 번째 의식하

기와 세 번째 전략 사례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어서 두 번째 전략

훈련 방법은 1회적 전략 훈련이라고 한다. 1회적 전략 훈련은 학습자에

게 실제 언어 과제를 주고 전략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에게 전략 사용의 상황, 방법 그리고 효과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습자가 필요한 특정 전략을 훈련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마지막 전략 훈련 유형이 장기적 전략 훈련이다. 장기적 전략 훈련에서

도 1회적 전략 훈련과 같이 실제 언어 과제를 통해서 전략을 학습하여

사용 연습을 한다. 다른 점이 1회적 전략 훈련보다 더 많은 전략 유형을

가르칠 수 있고 장기적으로 훈련한다. 이상 3가지 전략 훈련 유형이 실

제로 Dörnyei(1995)연구에서 제안된 의사소통전략 훈련 내용과 유사하

다. 다만, 의사소통전략의 구두성이 더 강해서 의사소통전략 훈련 절차에

서 언어 표현에 관한 교육과 문화권 의사소통전략 사용의 차이에 주목해

야 한다고 Dörnyei(1995)에서 언급하였다.

이상 전략 훈련 원리를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훈

련을 Dörnyei(1995) 연구에서 제시한 의사소통전략 훈련 절차를 중심으

로 설계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는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교수

학습 대상자로 한정하여 Dörnyei(1995)에서 논의한 문화 배경에 따른 의

사소통전략 사용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자세한 훈련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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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언어 기반 전략 인식 훈련

교사가 학습자에게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개념, 유형, 그리고 특성을

설명하고 학습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의식하게

해준다. 이를 위해 교사가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개념 및 세부 유형을

소개한 후 이 전략이 언어 자원 부족한 외국어 학습자들이 겪고 있는 의

사소통장애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것과 학습자들이 이미 소유한 목표언

어 지식을 잘 활용하게끔 해는 기능을 설명하여 학습자들에게 인식시킨

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한국어 혹은 모국어 발화 혹은 쓰기 자료에서 나

타난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례를 보여주고 학습자들에게 자신이 이미 알

고 사용하는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의식하게 한다.

∙학습자의 발화 시도를 격려하기

교사가 학습자에게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언어 지식이 불완전해도 소통

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외국어 학습자의 발화 시도

를 격려한다. 학습자들이 늘 언어 지식이 부족해서 실수하는 것을 두려

워하여 발화 자체를 회피하는 현상이 흔하다. 그러나 발화 시도를 많이

하여야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사용하는 시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기존

언어 지식을 잘 활용하여 말하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학습자에게 외

국인이 학습자의 모국어로 교류할 때 실수를 해도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

을 수 있으며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시킨다. 그

러고 나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 할 때 기존 언어 지식으

로부터 전략을 사용하여 의사소통 장애를 극복할 있다는 것을 의식하도

록 지도한다. 이렇게 지도함으로써 학습자의 발화 및 목표언어 기반 전

략 사용의 모험 시도를 격려해준다.

∙한국어에서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 사례를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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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한국어 말하기, 듣기, 동영상 등 자료에서 출현된 목표언어 기

반 전략 사용 사례를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식별하고 분류할 수 있도

록 지도한다. 그리고 한국어 모어 화자나 학습자들이 목표언어 기반 전

략을 사용하는 상황, 효과 등을 학습자에게 보여주고 학습자 스스로 목

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상황 및 효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지도는 상황 맥락에서 벗어나면 교수학습 효과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 언어 자료와 잘 결합해야 한다.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에 필요한 한국어 표현을 가르치기

교사가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구두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어

휘, 문형 등을 학습자에게 지도한다. 목표언어 기반 전략 유형을 통해 학

습자에게 기존 한국어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만을 제시하는 것보다 실제

적으로 세부 유형마다 어떤 한국어 표현과 결합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

는 것까지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 교육을 놓고 볼 때, 해당 목표

언어로 그 전략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만이 학습자들이 전략을

더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교사가 학습자 언어 수준 및 학습유형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자료로

학습자에게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말하기 과제나 활동을

구안해 제공한다. 목표언어 기반 전략이 학습자들의 모국어에서 이미 무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어나 목표언어 학습 상황에서

수시로 작동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략의 사용이 자동화되

어야 학습자들이 의사소통 장애를 직면했을 때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목표언어 기반 전략에 대한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나서 의

식적인 연습을 필요로 한다.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실제 사용 연습을 위

하여 교사가 단어 뜻풀이 과제를 내주거나 어휘 학습에 있어서 해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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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의 어휘 장을 이용하여 반의어, 유의어, 상위어, 동위어, 하위어 등을

언급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어휘 간의 의미관계를 활용하는 것을 의식시킨

다.

4.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교수학습 방법

교육과학기술부 7차 교육 과정에는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전

략을 배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표방하고 있는 한국어교재에 나타난 의사소통전략 사용의 유형이

다양하지 못하고 특정 표현이 반복적으로 구현된 상황이다. 그 중에서

의사소통 상황에 적극적 반응 제공하기 전략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았으

나 풀어 말하기, 근사화 등 목표언어에 근거한 전략은 매우 낮은 빈도로

출현하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실정이다.(조수현, 김영주, 2011) 따

라서 현재 한국어교재에는 의사소통전략에 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부족

하고 의사소통전략 유형을 세분화하여 목표언어 기반 전략에 집중한 지

도가 더욱 미흡하다. 특히 학습자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전략 지도의 효

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에서 여전히 학습자

요인에 대한 반영이 부족한 셈이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라

먼저 중급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3/4급으로 세분화하여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교육 내용 제시 순서 및 방법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

따라 학습자 학습유형에서 감각적 및 직관적, 시각적 및 구두적 학습유

형 집단 간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의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의 정보 인지 방식 (감각적/직관적), 그리고 정보를 입력하

는 방식 (시각적/구두적)의 차이가 학습자 실제 전략 사용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전략 교육 내용의 구성 방법 및 실제 제시 방법을 설계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 전술한 내용을 고려하여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교수학

습 방법을 다음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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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단계 교육 실제(예시)

수업 전 단계

∙학습자 언어 수준 파악하기(TOPIK 3/4 급) : 분석 결과
에 따르면 같은 중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3/4급 학습자 
간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에 차이가 있어서 지도 방안에 
반영해 전략 지도 내용 및 연습 활동을 조정해야 한다.
∙학습자 학습유형 파악하기: 학습자 학습유형이 전략 학
습, 사용 전반적인 과정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ILS 설
문지를 통해 미리 파악해야 한다.
∙자료 준비: 학습유형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언어 기반 전
략의 개념, 특성 그리고 사례에 대한 텍스트 자료뿐만 아니
라 구두 설명, 비디오, 시각적 자료 등도 준비한다. 전략 
사용을 직접 해볼 수 있는 학습활동에 필요한 사진, 텍스트 
등 자료를 준비한다.  

수업 
단계

도입

3급
 

4급

∙인식 훈련: 학습자 모어의 
발화나 쓰기에서 출현된 목
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사
례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에
게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인식시킨다. (본 연구에서 3
급 학습자들이 목표언어 기
반 전략의 전반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아 인식이 부족한 
경향이 있어서 친숙한 모어
자료부터 인식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인식 훈련: 학습자 모어 및 
목표어 발화나 쓰기에서 출
현된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
용 사례를 같이 제시함으로
써 학습자에게 목표언어 기
반 전략을 인식시킨다. (본 
연구에서 4급 학습자들이 3
급 학습자보다 목표언어 기
반 전략을 현저하게 많이 사
용하니 전략 인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모어 
및 목표어에서의 사례를 같
이 제시하여 목표언어 기반 
전략에 대한 인상이 심화하
게 해준다.) 

제
시

제
시

첫 번째 제시 단계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개념, 기능, 세분 유형 등 기본 정

<표 Ⅳ-4> 목표언어 기반 전략 교수학습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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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를 제공한다.
∙도입 단계의 목표언어 기반 사례를 이용하여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특성을 파악한다.

입
력
1

첫 번째 입력 단계
∙학습자에게 목표언어 기반 전략 기본 정보 및 사용 사례
를 포함한 비디오, 시각적 자료 등 보조 자료를 제공한다.
∙학습자에게 자유 시간을 제고하여 학습자들이 보조 자료
를 이용하여 자기 학습유형에 따라 학습 내용을 시각화, 구
두화(토론 등), 직접 해보기 등 방법으로 학습 내용을 익히
기. 학습자의 의문에 피드백 준다. 

제
시
2

두 번째 제시 단계
∙학습자에게 특정 목표언어 기반 전략 유형 (예: 의미 인
접 전략)의 특성, 언어적 지식, 사례를 제시한다.
∙실제 사례를 통해 전략 지식을 명시화한다.

입
력
2

두 번째 입력 단계
∙학습자에게 특정 목표언어 기반 전략 유형(예: 의미 인접 
전략)의 기본 지식 및 사례를 포함한 비디오, 시각적 자료 
등 보조 자료를 제공한다.
∙학습자에게 자유 시간을 제고하여 학습자들이 보조 자료를 이
용하여 자기 학습유형에 따라 학습 내용을 시각화, 구두화(토론 
등), 직접 해보기 등 방법으로 학습 내용을 익히기. 학습자의 의
문에 피드백 준다. 

연습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사
례 찾기: 모어 및 목표어 자료
에서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
용 사례를 찾게 한다.
∙연습 어휘를 보고 상관 어휘
를 연상하게 한다. (의미 인접 
전략의 특성이 어휘 계열관계
를 활용하는 것이라 어휘 장 
연상 연습이 효과적일 수 있
다)
∙전략에서 사용된 구두 표현
을 익히게 한다.

∙목 표 언 어  기 반  전 략  사
용  사 례  분 석 하 기 : 목 표
어 에 서  사 용 된  목 표 언 어 
기 반  전 략  세 분  유 형 을 
식 별 하 게  한 다 .
∙어휘 설명 과제: 사 례 를  모
방 하 여  연 습  단 어 를  (의
미  인 접 )전 략 으 로  설 명 하
게  한 다 .
∙전략에서 사용된 구두 표현
을 익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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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어휘 설명 과제를 통해 실
제적으로 전략을 사용한다.

스피드 게임을 통해 시간제한 
내 어휘를 설명하게 하여 학
습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연습 
단계 획득된 지식을 활성화한
다.

수업 후 
단계

피드백
학습활동에서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에 대해 동료 피
드백과 교사 피드백 제공한다.

<표 Ⅳ-4>에서 제시했듯이 목표언어 기반 전략 교수학습 방법은 우

선 수업 전 단계, 수업 단계, 수업 후 단계와 같이 크게 3가지 단계로 나

뉠 수 있다. 수업 전 단계에서 교사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으로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3급/4급)을 파악하고 나서 인터넷에서 ILS 설문지

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유형 정보를 수집한다. 이어서 교사가 학습자

의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 제시 순서 및 과제 활동을 결정하고

각 학습유형이 선호하는 정보 인지 및 입력 방식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수업에 필요한 학습 자료를 준비한다.

중국 내 한국어교육 현장의 대부분 수업 형식이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

식을 구두로 전달하고 사진, 동영상 등 시각적 자료를 많이 활용하지 않

아서 각기 다른 학습유형의 특성을 가진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하

지 못해 학습효과가 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한 교육적 처치를 구체적으

로 논하자면, 교사가 학습자의 학습유형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의 실용성

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지식의 세부 내용을 잘 기억하는 감각적 학습

자에게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실제 사용 사례를 보여 주면서 전략의 여

러 특성, 기능을 자세하게 다루는 텍스트 자료 혹은 동영상 자료 등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감각적 학습자가 학습 상황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해보고 확인할 수 있는 학습방식을 선호하기에 학습자에게 목표언

어 기반 전략을 직접 해볼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직관적 학습자는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학습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기계적으로 반복 연습하는 것과 지식의 실용

성을 크게 선호하는 경향보다 배우는 내용을 더 큰 지식 배경에 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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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따라서 직관적 학습자에게 수업

내용에 포함된 목표언어 기반 전략 유형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

여 해당 전략의 사용 원리 및 상관 전략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수업 내용

을 좀 더 확장 시켜 제시하는 것이 좋다.

한편, 시각적 학습자들은 수업에서 자주 활용하는 구두 설명이나 문어

텍스트 등 형식의 보조 자료를 선호하지 않고 시각화된 사진, 관계도, 동

영상 등 자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반면에 구두적 학습자들은

강사가 구두로 목표지식을 설명하고 교재와 같은 텍스트 자료로부터 정

보를 입력하는 방식을 선호하나 자기 스스로도 구두로 정보를 정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목표언어 기반 전략 교육

방법에서 먼저 교육학습에 필요한 교사의 구두설명, 텍스트 및 시각적

자료를 모두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학습 정보를 입력

하는 데 있어서 각기 다른 학습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며 학

습 내용을 시각적 혹은 구두적 방식으로 제시한 후, 학습자에게 자유 시

간을 제공하여 목표지식의 효과적인 입력을 확보한다. 교사가 학습 내용

을 제시하는 방식에 있어서 구두 설명의 경우에는 자유 시간에서 시각적

인 학습자가 동영상, 전략 사용 시범 등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내

용을 입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구두적 학습자들이 자유 시간에

교사의 구두설명 및 교재 등 텍스트 자료를 통해 얻은 정보를 다시 소집

단 토론 형식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즉 서로 학습한 내용을 정리, 분석,

해명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업 단계에서 다시 도입 단계, 제시 단계, 연습 단계 및 활

용 단계 형식으로 4가지 세부 단계로 나뉠 수 있다. 도입 단계부터 살펴

볼 때, 도입 단계는 주로 학습자들에게 목표언어 기반 전략에 대한 인식

을 훈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학습자 언어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계하

였다. 3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하는 상황에서 인식 훈련을 학습자 모

어에서의 발화나 쓰기 자료로부터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사용하는 사례

를 추출하여 제시하는 것을 통해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인식시키는 것이

다. 이는 본 연구에서 3급 학습자들이 전체적으로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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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빈도가 매우 낮아 목표언어 기반 전략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

족한 경향을 나타냈다. 때문에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인식시키는 과정에

서 친숙한 모국어에서의 사례를 먼저 강조하는 것을 통해 학습자들에게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인식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달리

4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업하는 상황에서는 도입 단계에서 학습자 모어

에서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의 전략 사

용 사례도 함께 제시하여 인식을 강화한다. 본 연구에서 4급 학습자들이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3급 학습자보다 현저히 많이 쓰는 결과를 확인하

였기에 4급 학습자들이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인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4급 학습자들에게 모어 및 한국어에서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함께 제시해줌으로써 목표언어 기반 전략에 대한 인상을 심

화시킬 수 있다.

이어서 제시 단계에서 학습자의 언어 수준 및 학습유형 요인을 고려하

여 첫 번째 제시 단계(제시1) - 첫 번째 입력 단계(입력1), 두 번째 제시

단계(제시2) - 두 번째 입력 단계(입력2)로 구성한다. 그러므로 제시1 단

계에서는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개념, 기능, 특성 등 기본적인 지식을 제

시하며 도입 단계에서 이미 언급했던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사례를

다시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다. 제시2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특정 목표언어 기반 전략 유형의 개념, 특성 그리고 전략을 사용하는 필

요한 한국어 표현과 같은 언어 지식도 함께 제시하고 나서 한국어 발화

나 쓰기 자료에서 해당 전략을 사용하는 사례를 좀 더 제시하고 전략 교

수학습 내용을 명시화한다. 보통 언어 교실에서 구두 설명을 통해서 제

시1/제시2 단계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이 단계가 끝난 후에 바로 입력1/

입력2 단계로 이어진다. 입력1/입력2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마

련된 자유 시간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학습유형이 선호하는 학습 방법에

따라 여러 종류의 수업 보조 자료로 제시1 혹은 제시2 단계에서 배운 내

용을 다시 시각화, 구두화, 혹은 직접 해보는 방식으로 학습 내용을 익힌

다. 두 가지 입력 단계에서 학습자들의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

기 위하여 교사가 교실 환경 속에서 학습자의 곁으로 다가가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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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의문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처럼 입력

단계에서 학습자 및 학습자, 그리고 교사 및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증

진한다.

다음으로 연습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제시 및 입력 단계에서 배운 내용

을 심화할 수 있도록 여러 연습 활동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표 Ⅳ-5>

에서 ‘의미 인접’ 전략을 수업 내용으로 상정할 때 3급 학습자의 연습 활

동을 먼저 한국어 발화문이나 쓰기 자료에서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사용

하는 사례를 찾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습 어휘를 제공하여 해당 어휘

와 연관된 어휘를 연상하게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는 ‘의미 인접’

전략은 주로 어휘 계열 관계를 활용하는 전략이어서 먼저 어휘장을 강조

하고 4급 학습자보다 어휘량이 부족한 3급 학습자의 기존 어휘 지식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전략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문

형을 익힐 수도 있다. 4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한국어 발화문이나 쓰기

자료에서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사례를 찾게 하고 나서 각 사례가

어느 세부 전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식별 연습을 할 수 있다. 학습자들

이 여러 세부 전략 사용 사례에 좀 더 익숙해진 후에 연습 어휘를 제시

하고 학습자들이 여러 사례를 참고하여 어휘 설명하는 과제도 제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의 활용 단계는 연습 단계의 활동보다 더 실제적이고 난이도

가 높은 학습 활동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활용 단계에서는 연습 단계에

서 실제 전략 사용에 대해 많은 준비 활동을 한 3급 학습자에게 어휘 설

명하는 과제를 준다. 이미 어휘 설명하는 과제를 해본 4급 학습자에게

더 흥미로운 스피드 게임을 제공하여 본질적으로 어휘를 설명하는 것이

지만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시간적 제한을 주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보다 집중적으로 전략 사용 연습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단계를

통해 학습자들은 수업에서 획득한 전략 지식을 강화할 수 있으며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마지막 수업 후 단계는 피드백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교사가 전체 수

업 과정에서 특히 연습 단계 및 활동 단계에서 학습자들의 목표언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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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전략의 사용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며 학습자 사이에도 서로 피드

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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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의 언어 수준별

(TOPIK 3급/4급), 학습유형별에 따라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 양상

을 양적 및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위한

목표언어 기반 전략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학습자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양상을 관찰하기 위해 중급

학습자를 TOPIK 성적으로 3급과 4급으로 세분화했으며, 그다음은 ILS

설문지로 학습자의 학습유형을 수집하였다.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학습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적 말하기 과

제를 설계하였으며, 설명 대상에 따라 개념(과제 1 어휘 설명하기), 사물

(과제 2 사진 묘사하기), 사건(과제 3 그림 순서대로 이야기하기)으로 세

가지 유형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Ⅱ장에서는 먼저 철학적인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의사소통의 개념,

모형 그리고 유형을 살펴보고 넓은 의미의 스피치 상황으로 설명적 말하

기 상황을 “학습자 면대면 시험적 상황의 정보 제공하는 말하기 상황”과

같이 규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 실험에서 설명적 말하기 과제를 설계하

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어서 언어 교육에서 의사소통능력 연구의 변

천에 따라 전략적 능력이 의사소통능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다음으로는 학자들의 기존 연구를 통해 의사소통전략의

개념 정리 및 세분 전략 유형의 분류 방법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전략 중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개념을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목표언어 지식을 바탕으로 이끌어내는 전략”으로 정의했으며, 의사

소통전략이 출발된 언어 자원을 고려한 여러 학자들의 의사소통전략 분

류를 토대로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세부 전략 유형을 보완하였다. 더불

어 학습유형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특성을 소개했으며, 학습유형 및 의

사소통전략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따라서 학습유형을 학습

자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인 요인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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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장에서는 Ⅱ장에서 구성한 목표언어 기반 전략 세부 전략을 분석틀

로 학습자들 발화 자료에서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추출하였다. 목표언

어 기반 전략 사용 양상 분석은 먼저 학습자 전략 사용 빈도를 통계처리

한 후, 언어 수준별, 학습유형별로 학습자 집단 간의 전략 사용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U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리고 구체적인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양상은 학습자 발화 자료에서

추출한 사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3개 과제를

걸쳐 총 9778어절의 발화를 산출하였지만 목표언어 기반 전략을 총 657

회 사용하였고 실패빈도는 151회였다. 즉, 3개 과제를 걸쳐 학습자들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사용 빈도가 낮은 편인 반면에 실패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따라 4급 학습자(25명)가 전체적으로 3급 학습자

(25명)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고 전략 사용 실패

빈도도 더 낮은 결과를 낳았다. 학습자의 학습유형에 따라 시각적(28

명)-구두적(22명) 학습유형 집단 간 묘사 전략 및 신조어 전략의 사용에

있어서 U 검증을 통해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구두적 학습자들

이 시각적 학습자보다 묘사 및 신조어 전략을 보다 유의미하게 더 잘 사

용하였다. 한편 감각적 학습자들(29명)은 의미 인접 전략을 직관적 집단

보다 더 많이 사용했으며 전략 사용 실패율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학습자들이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각 하위 전략 유형을 균형 있게 사용하지 못했고 각 집단 학습자들이 세

부 전략의 사용 양상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학습자들

은 전체적으로 “유비, 유의어, 기능적 설명, 다른 특성” 등 전략을 주로

사용했다. 그리고 전략 사용 질적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학습자들이 각

전략 유형의 특성 및 기능을 잘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전략을 사용해도

효과적으로 의도한 뜻을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은 학습자가

목표언어 기반 전략 전체에 대한 인식 및 각 전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

여 특정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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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신조어 전략의 경우, 학습자들

이 한국어 한자어가 어순이나 구조상 중국어 단어와 비슷하여 한자어의

각 음절이 하나의 한자로서의 의미로 대응하는 착각으로 인해 어휘 중의

한자를 분리시켜 새로운 한자어를 창조한 사례가 다수였다. 학습자들이

한자어의 높은 조어력을 이용하려고 한자어에서의 한자들을 재결합하고

새로운 어휘를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어 한자어의 각 음절이 단 하나의

한자로서 의미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창조

한 신조어가 의도한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되어 실패율이 높게 나

타났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실험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인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표언어 기반 전략 교

수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교수학습에서는 먼저

분석 결과에 따라 같은 중급 학습자임에도 불구하고 3급, 4급 학습자의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교수학습 내용에서

강조될 세부 전략 내용을 다르게 배치하였고 전략별 필요한 한국어 표현

을 언급하였다. 학습유형별 집단 간 전략 사용의 차이가 나타난 경우가

있지만 학습 내용을 조정하기보다 학습유형의 특성을 맞추어 교수학습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교수학습 방안에 반영하였다. 이어

서 목표언어 기반 전략의 교수학습 원리를 논의하였고 전략 교육을 크게

인식 훈련, 전략 교육, 전략 사용에 필요한 언어 표현 교육 등 세 가지

차원의 내용으로 논리정연하게 교수학습하는 것이다. 마지막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3/4급 학습자 언어 수준의 차이 및 학습유형 중 시각적, 구

두적, 감각적, 직관적 학습유형 학습자의 학습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 지

도 단계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의사소통전략 중 학습자가 이미 획득한 언어 지식을 활용하

여 전략을 이끌어내는 목표언어 기반 전략에 집중하여 중국인 중급 학습

자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같은 중급 학습자

임에도 불구하고 3급 및 4급 학습자의 언어 수준 차이가 전략 사용에 상

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학습자 내적인 요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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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유형 중 감각적-직관적, 시각적-구두적 학습유형 간 목표언어 기반

전략 사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

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국인 중급 학습자의 기존

한국어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표언어 기반 전략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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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詞匯及図片内容，遇到表達困難可跳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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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진 묘사(a.描述背景地点 b.描述図片細節 c.作答5句話以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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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eaching plan on the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ies

for Chinese Korean learners

LIANG RUI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usage of the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ies, the strategies generate from

knowledge of the target language learners already have, by Chinese

intermediate learners who are learn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and develop an effective educational proposal of the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speaking competence of Chinese

intermediate learners. As for variables which may affect learners’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y using, this study focused mainly on

two factors: one is the language proficiency of the learners and the

other is learners’ learning styles.

The ultimate goal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is to cultivate

communication skills that enable learners to express their thoughts

and feelings in a variety of situations through target languag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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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e the message they intended effectively. However, the

Korean language teaching method in China is still grammar focused,

and by the meantime the learners do not have enough environment to

speak Korean. These factors has caused great trouble for Chinese

learners to improve their speaking competence. In this context, the

teaching of the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ies that draws a strategy

by fully exploiting the target language knowledge that he / she knows

can actively support his / her utterance. At the same time, it can

provide more speaking practices for learners, and thus improving

learners' speaking fluency and overall speaking competence. As stated

in Dörnyei (1997), a learner can communicate well with just 100

words. In other words, communication strategies play a critical role in

speaking activities, and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ies belonging to

communication strategies not only perform the function of assisting

communication, but also initiate the use of target language knowledge

that learners acquired. For these f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earners’ use of the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ie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r factors, language proficiency

and learning styles, and the use of strategies.

First, in chapter Ⅰ, the necessity and research method of the study

on the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ies were presented, as well as

the literature reviews. As mentioned befor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Chinese intermediate learners, in the experiment, they were

asked to complete a series of informative speaking tasks and all the

utterances being recorded. The informations of learners’ language

proficiency was collected by the TOPIK test scores and the learning

styles by the ILS questionnaire.

In chapter Ⅱ,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ies education was summarized. Section 1 defin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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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of explanatory speaking by looking at the concepts, models,

and types of communication in a philosophical perspective and also

summarized the discussions about communication competence. Then,

in Section 2, the various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of communication

strategies cited in many communication strategy researches were

discussed. After that I summarized the concept and subtypes of the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ies. Finally, I briefly reviewed the

definitions and types of learning styles and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yles and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ies.

In chapter Ⅲ, the use of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ies of

Chinese intermediate Korean learners was examined. In Section 1, the

analysis framework of the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ies was

designed using the discussion in Chapter II. Section 2 discussed the

overall use of the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ies of the learners

based on the framework, and compared them according to the

learners' language proficiency (TOPIK level 3/4). And Section 3

discussed the use of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ies according to

learning styles. In the last section, I discussed the overall use pattern

of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ies of Chinese intermediate Korean

learners.

In chapter Ⅳ, an educational proposal of the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ies was developed based on the analysis of Chinese intermediate

learners’ use of the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ies in chapter Ⅲ.

Section 1 discussed the teaching-learning goals of the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ies. Then section 2 described the teaching-learning

contents of the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ie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ies use of Chinese learners and

Section 3 discussed the teaching-learning principles of the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ies. Finally, Section 4 presented the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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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eaching and learning of specific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y by

reflecting the language proficiency and learning style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s the use of the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ies.

＊ Key words : Korean language education, speaking education,

speaking competence, Chinese Korean learner, communication

competence, target language based strategies, language proficiency,

learning styles

＊ Student Number : 2016-2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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