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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인 학원생의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에 한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 속에 담긴 경험
의 의미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 퍼즐은 첫째, ‘한국
어교육전공 외국인 학원생의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이 어떠한지 탐구한
다’, 둘째,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인 학원생의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한다’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내러티브 탐구를 사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삶
을 연구하는 접근법으로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탐구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의미를 가장 심도 있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러티브 탐
구의 탐구 설계에 따라 ‘연구 한가운데로 들어가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
로’, ‘현장 텍스트에서 중간 연구 텍스트로’, ‘중간 연구 텍스트에서 연구 텍
스트로’의 과정을 순환적으로 거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교적 유사한 학습 경험에 따른 제2언어 자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예비 인터뷰 화와 1차 인터뷰 화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외
국인 학원생 중 석사 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하였으며 졸업 후에도 한국
에서 몇 년 간 한국어와 관련된 일을 할 계획을 가진 학원생 총 6명을 
선정하였다. 주로 심층적인 인터뷰 화를 통해 현장 텍스트를 수집하였으
며, 중간 연구 텍스트를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검토하여 최종 연구 텍스트
를 구성하였다.

한국어 자아의 변화 경험에 한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한 
그들의 경험의 의미는 ‘새로운 여정을 위한 승선’,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
다’, ‘노를 잃고 표류하다’, ‘무전을 보내다’, ‘끝나지 않은 항해’라는 비유를 
통해 함축적으로 구성되었다. 

‘새로운 여정을 위한 승선’은 한국어를 만나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새로운 경험으로 이끌었던 경험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행을 위해 
처음 배에 오를 때처럼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와 한국어교육전공 학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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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했을 때 높은 기 감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는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의 학원이라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자신의 한국어 자아의 모습을 직면하게 된 경험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상상했던 것과 달리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점과 
실습 수업이 생각보다 적은 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장소를 낯설게 느꼈다. 
또한 타인에게 저평가를 받는 경우와 한국어 수준이 모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거 자신의 영어 자아와 비교하는 경우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됐다. 

‘노를 잃고 표류하다’는 연구 참여자들이 삶에서 이전까지 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동기를 만들어주었던 한국어라는 노를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것
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학원 과정에서 한국어 관련 목표와 동력을 잃고 
무기력해 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이는 모호하고 높게 설정된 한국어 이상 
자아와 한국어교육전공을 졸업한 뒤에도 한국어 교사가 되는 것이 쉽지 않
다는 현실에 영향을 받았다. 

‘무전을 보내다’는 연구 참여자들이 기 했던 것과 다른 상황에서 표류하
는 데 그치지 않고 나름 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바깥으로 상호작용하려는 
시도를 나타낸다. 연구 참여자들은 마음이 맞는 동료를 찾거나 인터넷을 활
용해서 한국어 학습자를 학원 밖에서 직접 찾은 뒤, 교재를 만들거나 수
업을 하는 등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경험을 스스로 시도해 나갔다.

‘끝나지 않은 항해’는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학원 경
험 속에서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가능성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상하
고 기 했던 것과 다른 상황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방황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난 새로운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지평을 
넓혀 주었고, 분명한 목적지나 목표를 찾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어라는 노를 
통해서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됐다. 

본 연구의 결과에 한 논의는 내러티브 탐구의 개인적 정당성, 실제적 
정당성, 사회적 정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정당성이다. 외국인 학원생의 삶의 경험에 한 이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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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연구자는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연구
자 스스로의 학원 경험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연구 참
여자 중에는 자신의 삶에 해 누군가가 신 자서전을 써 주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학원 경험을 되돌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사람도 있었
다. 이처럼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교육에 전달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 즉 실제적 정
당성은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과 그들의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어교육전공의 구성원으로
서, 어느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학습자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제 막 시
작 단계인 한국어 교사, 예비교사이기도 하다. 한국어교육전공은 한국어 교
사를 양성하는 목적을 지닌 전공으로서 구성원에 해당하는 외국인 학원
생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교육 목표와도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외국인 학원생들의 경험에서 발견된 새로운 점들을 이해
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교육환경을 맞추어 나갈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더욱 전문적인 한국어 교사들을 양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정당성이다.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학으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유학생들에 한 미시적 측면의 접근, 즉 

그들을 한 개인으로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아직까지 상당히 미약한 단계에 
있다. 특히 앞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것을 직업으로 삼고자 배우러 온 한국
어교육전공 외국인 학원생들에 한 이해를 위한 심층적인 연구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처음으로 한국어교육
전공이라는 한정적인 전공의 외국인 석사과정 학원생을 중심으로 그들이 
한국어와 함께 지나온 경험들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인 학원생들의 제2언어 자아가 변
화하는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
는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로써 외국인 
학원생들이 가지는 다양한 한국어 자아 변화 경험을 보다 자세하고 심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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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주요어: 제2언어 교육, 한국어교육, 외국인 학원생, 제2언어 자아, 한
국어 자아, 내러티브 탐구

* 학  번: 2015-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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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언어를 아는 것은 두 번째 영혼을 갖는 것이다.”
학원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 수안의 기숙사에 방문했다가 알게 된 이 말은 

기도는 스페인어로, 외교는 프랑스어로, 사랑은 이탈리아어로, 명령은 독일
어로 했다고 전해지는 어느 옛 황제의 말이다. 다른 언어를 배워 본 사람이
라면 누구나 얼마쯤 공감할 만한 이 말을 내가 처음 절실히 느끼게 된 때
는 학부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문 학 어문계열로 학교에 들어온 
나는2) 2학년에 올라가면서 어떤 언어를 전공할지 선택해야 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영어 공부를 좋아했고, 수능이나 토익 같은 시험 영어에는 
강한 편이라 당시 나름 로 영어를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영어영문학과에 도전했고, 첫 전공 진입 시기에 보란 듯이 
불합격했다. 하지만 미련이 남았던 나는 결국 영문과 복수 전공을 하게 되
었고, 졸업을 직전에 앞두고 최 한 미뤄놓던 영어 진행 강의를 듣게 됐다. 

강의와 토론, 과제 등이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던 그 강의는 졸업을 하려
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었는데, 복수 전공 강의들을 들으면서 내 영
1)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 자신의 자전적 내러티브는 탐구의 출발점으로서, 연구 참여

자들의 내러티브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참여자와 연구자가 함께 살아낸 삶과 공
유한 경험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연구 퍼즐을 생성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도 본격적으로 연구 현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제 및 연
구 참여자와 관련된 연구자의 경험을 서술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2) Bateson을 비롯한 내러티브 인류학자들은 연구에 참여 관찰하는 주체로서의 연구자 자
신을 강조하기 위해 ‘나’라는 주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결국 저작물은 연구자의 구성이
고, 나(I)의 문서이며 이러한 저자의 목소리가 ‘범주화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다고 보
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나’란 애매모호하며 변화하는 참여관찰의 관계 속에서 성장한 
‘나’, 이야기를 이해하고 말함으로써 과정에 따라 학습하며,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 
“나”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소경희 외 역, 2007: 45).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점을 감안하여 연구자의 자전적 내러티브 부분에서 ‘연구자’ 신 ‘나’라는 주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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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회화 실력이 실제로는 형편없다는 것을 처절히 깨닫게 된 나는 ‘나중에 
영어를 더 잘하게 되면 들어야지’ 하면서 강의를 신청하지 않았었다. 결국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 학기가 되어서야 어쩔 수 없이 신청하게 된 것이
었다. 

그때 그 강의는 지금까지도 나에게 절  잊을 수 없는 강의 중 하나다. 
나 자신을 그 강의실까지 데려다 놓는 것이 수업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러
웠기 때문이었다. 물론 원어민 교수님께 영어로 강의를 듣고 영어로 화하
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영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값지고 좋
은 경험임은 분명하지만, 나는 나에게만큼은 지나치게 무겁고 두껍기만 한 
그 강의실 문을 고 들어가는 순간이 전혀 달갑지가 않았다. 영어로 진행
되는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집중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한 
시간, 한 시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따라잡기는 점점 더 버거워졌다. 강
의실은 낯설고 답답한 세계였고, 나와 교수님 사이에는 소통의 벽이 있었
다. 나는 나처럼 졸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몇몇 학생들과 함께 점점 뒷
자리에 앉게 되었고, 자존심이 강했던 나는 내가 영어로 잘 말하지 못하는 
것을 들킬까 봐 매 시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에게 말 한 마디 
걸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해하는 척, 웃음코드를 알아들은 척 연기하던 것
도 자존심이 상해서 나중에는 아예 수업 내용에 관심이 없어서 안 듣는 척 
연기를 했다. 나는 초점 없는 눈을 알파벳이 가득한 종이 벽돌 위에 처박고 
사방으로 언어의 장벽을 쌓았었다. 

모든 게 영어로 진행되었던 탓에 나에게 굴욕감을 안겨줬던 그 강의는 
유독 지금까지도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다른 영문학 강
의까지 싫어한 것은 아니었다. 같은 영문학 강의였지만 한국어로 진행되고 
보고서도 한국어로 냈던 다른 한 강의는 매주 그 수업만 기다릴 정도로 좋
아했었다. 첫 보고서를 냈을 때 교수님께서 내 글을 스크린에 띄워 놓고 학
우들에게 좋은 서론을 썼다면서 읽어주실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한 
주 내내 마음이 들뜬 적도 있었다. 나는 어느 강의실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다. 맨 앞줄에 앉아서 교수님 눈이라도 한 번 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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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쳐보려는 나와 학우들의 등 뒤에 숨어서 맨 뒤에 앉아 관심 없는 척 교
수님 눈길을 피하던 내가 같은 시기에 존재했다. 정말 언어 하나만 다를 뿐
이었지만 영어로 말하는, 아니, 말해야 하는 나와 한국어로 말하는 나는 다
른 영혼을 가진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학원에 들어온 후에도 이때의 경험은 내 마음 속에 여전히 흉터로 남
아있었는데, 이 흉터를 다시 돌아보게 된 기억을 꺼내려고 한다. 나는 ‘한국
어교육’을 전공으로 2015년 석사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학원을 다니면서 

학 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봉사 동아리와 한국 청소년을 
상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세계문화를 소개하는 프로젝트에서 보조 업무를 

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학부 전공도 ‘국어국문학’이다 보니 교환 학생이나 유학을 가야 하는 필

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내가 다닐 때만 해도 학과 내에 외국인 유학생은 한
두 명 만날까 말까였기 때문에 국어교육과 학원에 들어오면서 이토록 많
은 외국인을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학원에서는 한
국인 동기를 만나기 어려워 입학 후 한 학기 만에 연구실 앞 화장실에서 
서로 한국인임을 알아보고, 반갑고 충격적인 첫 면을 할 정도였다.

외국인 친구들에게 둘러쌓여 한국어로 강의를 듣는 것은 정말 색다른 경
험이었다.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는 외국인들을, 아니 외국인 자체를 이렇게 
가까이서 접한 것도 처음이었는데, 외국어인 한국어로 강의가 진행되는데도 
다들 너무 쉽게 소화하는 것 같았다. 학기 초에는 친구들의 한국어 실력에 
매번 식상하게 놀라지 않는 척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친
구들이 한국어 강의를 쉽게 소화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달았다. 뒤쪽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발표 전에 어
마어마한 긴장감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강의 때 교수님 말씀
을 필기한 내용을 공유해 줄 수 있는지 조심스레 물어보는 친구들을 보면
서, 천장이 너무너무 높았던 그 강의실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학부 시절의 
내 모습이 겹쳐졌다.

나의 경우 공부에 한 욕심도 있었지만 처음 만난 외국인 유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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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와 삶 자체에 매료되어 학과 밖 일에도 관심이 많았고 수업 보조를 하
는 내내 업무에도 미숙하여 시간을 많이 쏟아야 했다. 그렇다 보니 논문 작
성 과정도 늦어져서, 학번이 비슷한 여러 외국인 친구들이 논문을 진행해 
나가고 먼저 졸업 및 취업을 하는 과정을 뒤따라 걸으면서 많이 지켜본 편
이었다. 

어느 날은 기숙사에서 외국인 친구와 학원 생활의 어려움에 해 이야
기하다가 그 친구가 했던 말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인인 너도 어
려운데 외국인인 우리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 나 자신도 처음 겪는 학원 
생활을 견뎌 내느라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외국인 학원생 친구들
은 내가 영어 진행 강의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학원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그때 그 말을 통해서 알아챌 수 있었다. 

학원생인 동시에 외국인이기에 겪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것은 내가 상상
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외국인 학원생들
이 한국어를 사용할 때 겪는 경험과 그들의 내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벌써 졸업했어야 하는 7학기가 된 지금도 그렇지만, 학원에 갓 들어온 
석사 신입생들을 만나면 나와 동기들에게는 없는 생생함과 초롱초롱함을 
느낄 수 있다. 열의와 목표 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무엇이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강렬한 동기가 느껴진다. 나 역시도 그랬다. 하지만 한두 학기가 지
나고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적지 않은 외국인 친구들이 점차 앞으로 한국어
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한 뚜렷한 목표나 한국어와 관련하여 새로운 일
을 하겠다는 동기를 잃는 것처럼 보였다. 어떤 친구는 학업을 지속하지 못
하고 방황하면서 침 에 누워 하릴없이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했고, 어떤 
친구는 공원에 가서 눈물을 쏟아내고 매일 울면서 논문을 썼다고 했다. 어
떤 친구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거나 심지어는 소리없이 사라지
는 모습들을 보아왔다. 평소 항상 자신감에 차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외국
인 친구 파루는 한국인인 나에게 약간의 도움을 받아 논문 요지문을 제출
한 후, ‘한 배를 탔으니 언제든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얘기하라’는 나의 문자
에 자신이 ‘그 배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라고 답장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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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연수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잠시 가르친 적이 있었다. 
당시 초보 한국어 교사였던 나의 눈에 그들의 한국어 인생은 매일 아침 9
시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다. 매일 매일 배워야 하는 새로운 한
국어 목표가 제시되었고 ‘급수 시험 통과’, ‘토픽 합격’, ‘ 학 진학’, ‘한국 
회사 취업’처럼 꿈도 단순하고 명확한 편이었다. 외국인 학원생들에게 
학은 현실이지만 어떤 어학 연수생에게 학은 목표이자 꿈이었다. 그렇다
면 어떤 이들에게는 목표이자 꿈인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외국인 학원
생들은 어째서 부푼 마음으로 유학 온 이곳에서 수료와 졸업 사이를 셀 수 
없이 고민하며 점차 목표와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일까? 그들의 동료이
자 친구에 불과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계속 외국인 유학생들을 돕는 일
을 하고 싶어하는 나로서는 이러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들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 외국인 학원생들이 한국에서 학원 생활을 
하면서 제2언어 자아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에 한 연구 주제에 관심
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
구자 자신의 내러티브는 탐구의 출발점으로서,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연구자가 살아낸 삶과 경험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연구 퍼즐을 생성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에
도 도움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원생들의 학원 유학 경
험을 통해서 제2언어 자아의 변화 경험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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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인 석사 학원생들의 제2언어 자아
(second language self) 변화3) 경험에 한 내러티브를 통해 그들의 살아
있는 이야기들을 도출하여, 외국인 학원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
한 제2언어 자아의 의미와 그 살아낸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습자의 제2언어 자아를 파악하는 것은 성공적인 제2언어 습득을 위해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자 주변 환경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Dörnyei, 2009). 하지만 한국어 학습 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제2언어 자아 측면은 소홀히 다루어져 왔으며, 국내 교육 환경과 
상관없이 기존의 서구 이론을 그 로 받아들이거나 면담을 실시하더라도 
설문조사의 보조 수단의 성격에 그쳐 학습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한
계가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잘 들을 수 없었던 학습자들의 목소리를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드러내는 것을 통해 외국인 학원생들이 한국어 학습 과정에
서 제2언어 자아의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 경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
하는지 밝히는 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3)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정체성을 본질적이고 불변하는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포스
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는 정체성을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통해서 구성되고 재구성되며 
재해석되는 유동적인 과정으로 본다(고미숙, 2003). 언어 학습에서도 역시 1980년
까지 언어 학습자의 정체성을 고정된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연구는 정체성을 유동적
이고, 맥락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Norton & Toohey, 2011). 그리고 자아 역시 개인
이 성장하며 겪는 경험을 통해 생기고 수정될 수 있다고 본다(Purkey, 1970; 안범희 
역, 1985: 65).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제2언어 자아 역시 변화하는 것으로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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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 탐구 역시 질적 연구 방법론 중의 하나로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방법이다. 더 나아가 내러티브 탐구의 목적은 인
간의 경험에 한 이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Clandinin, 2013; 염지숙 외 
역, 2015: 21), 매우 간명한 것이다.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경험을 탐구하는 것이고, 개별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의 이야
기화된 경험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때, 모든 개별 인간의 경험은 다르고 독
특하다는 전제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를 통해 일반화를 도출
하거나 이론을 도출하는 것과는 다른 목적을 갖는다.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인 석사 학원생들의 제2언어 자아
(second language self) 변화 경험에 한 내러티브를 통해, 외국인 학원
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의 의미를 심
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석
사 학원생들의 제2언어 자아의 변화 과정 및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
여 이들에 한 이해를 도모시키고 차별화된 교육 환경을 제시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한국의 학원에 진학하게 될 유학생들이 
학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학생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습을 지속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질적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이용해 외국인 
학원생의 제2언어 자아의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외국인 학

원생들이 생각하는 유학을 통한 제2언어 자아 변화 과정에서 겪게 된 어려
움이 무엇인지를 여러 학원생들의 경험을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
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학원생들의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의 의미를 
하나의 줄거리로 꿰뚫어 비유적으로 구성해 볼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한 개인의 깊은 체험은 

4) ‘내러티브 논문 작성하기’ 특강, 일시: 2018년 12월 1일 10-16시, 주최: 숭실 학교 
부부가족상담연구소, 강사: 홍영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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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내러티브를 통해 구성되고 구체화되므로, 이러한 내러티브를 통해 한
국에 유학 온 학원생들의 삶을 생동감 있으면서도 있는 그 로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외국인 학원생들이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경험한 것들
이 이처럼 이야기 형식을 통해 재구성되지 않는다면 부분적인 기억으로만 
남을 뿐 의미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언어를 도구화하여 이야기, 은유, 화, 일기 등 내
면에 있던 경험을 드러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므로 외국인 학원생
의 제2언어 자아 변화 과정 및 그 경험을 가감 없이 알아볼 수 있는 최적
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퍼즐5)을 설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탐구
를 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인 학원생의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이 어떠
한지 탐구한다.

둘째,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인 학원생의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의 의미
가 무엇인지 탐구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개성을 지닌 6명의 외국인 학원생들이 한국어 학습
을 시작한 때부터 한국의 학원에서 유학 생활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어떠한 제2언어 자아의 변화를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그 경험의 의미가 무
엇인지를 인터뷰 화 자료와 현장 텍스트 분석 등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5)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 결과로서 최종적인 해답이나 해결책을 얻거나 제시하면서 
논문이 끝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 문제(questions)’ 신 ‘연구 퍼즐(puzzles)’
이라는 용어를 통해 차별화를 두고 있다(홍영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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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인 학원생의 제2언어 자아를 탐구하
기에 앞서 이와 관련된 문헌들을 고찰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심
리학과 사회학의 관점에서 본 자아 개념을 먼저 검토한 후, 교육학에서의 
자아 개념을 살펴볼 것이며, 다음으로 제2언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으로서 자아의 개념과 특징, 구성 체계 등에 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제2언어와 자아가 결합된 제2언어 자아(second language self)는 자아의 
개념이 제2언어 교육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강조되며 등장한 용어로, 학습자
가 가지는 일반적 의미의 자아에서 제2언어 습득 과정에서의 특수한 맥락
으로 개념이 구체화 되어왔다. 본 절에서는 자아의 개념이 제2언어 습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구체화 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제2언어 자아가 가지는 특
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자아(自我, self)6)는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그리고 교육학 중에서도 특
히 교육심리학이나 제2언어 습득 분야 등에서 연구되는 개념으로 20세기 
초 이후로 다양한 학문에서 중요한 개념으로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초기
에는 형이상학적 개념처럼 합일된 개념이 없이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개념
화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매우 친숙한 구인 중의 하
6) 한국어 사전에서는 체로 자아의 기본 의미를 “자기 자신에 한 의식이나 관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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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자리매김하였다(송인섭, 2013: 96). 자아(self)는 자신(ego)7), 자아지
식(self-knowledge), 자아정체(self-identity), 자기이해
(self-understanding), 자아상(self-image), 자아존중감(self-esteem), 현
상적 자아(phenomenal self) 등의 용어 등과 함께 활용되어 왔지만 결국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아가 인간 심리의 핵심적인 특성 중 하나로
서 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며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수행하는 기능적인 가
치를 가진다는 것이다(송인섭, 2013: 20). 

심리학을 철학의 자아 개념에 연결시키는 데 처음으로 기여한 윌리엄 제
임스(William James: 1842-1910)는 자아란 “개인이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총합(James, 2007: 291)”으로 개인과 사회환경의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자아를 물질적 자아(the material 
self), 사회적 자아(the social self), 정신적 자아(the spiritual self), 순수
한 자아(the pure ego) 네 가지로 구별하였다8). 

7) ‘self’와 ‘ego’는 추상적인 개념이라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데다 학계 또는 학
자에 따라 이해가 달라 구별방식도 다르고 번역도 제각각이다. ‘self’와 ‘ego’의 엄 한 
구분을 시도한 연구도 있었지만 엄 하게 구분되지 않는 측면(예: 한국어에서는 ‘자기’
가 ‘자아’의 의미로 쓰이기도 함)이 훨씬 더 많아서, 서로 구분할 필요 없이 바꿔 사용
해도 된다고 생각한 학자도 있었다(박아청, 2003: 45-46).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교육 
분야의 선행연구를 따라서 ‘self’를 ‘자아’로 번역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8) 제임스(James, 1892; 정명진 역, 2014: 231-232)는 자아를 인식의 상이 되는 ‘경험
적 자아(Me)’와 인식의 주체가 되는 ‘순수한 자아(I)’로 구별하여 다루고 있다. ‘경험적 
자아’에 해당하는 물질적 자아는 물질의 가장 내적인 부분인 신체부터 옷, 가정 등에 

한 인식을 의미하고, 사회적 자아는 주변의 환경, 특히 집단에 해 우리가 스스로 
지각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며, 정신적 자아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으로 가장 본질적
인 부분을 의미한다. 그리고 ‘순수한 자아’는 인간의 영혼을 구성하는 추상적이고 가설
적인 것을 의미한다(송인섭, 2013: 21-22). 제임스는 이와 같이 자아 개념을 형이상학
적인 차원에서 경험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송인섭, 201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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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Me I
정신적 자아

순수한 자아사회적 자아
물질적 자아

[그림 Ⅱ-1] 자아의 상하 분류 체계(James, 1892)

[그림 Ⅱ-1]에 나타나듯 특히 경험적 자아(Me) 중에서도 정신적 자아는 
내적이고 주관적이며 심리적인 것으로서 자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자아들보다 상위에 위치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현

심리학과 현 교육학에서도 자아의 위계적인 특성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송인섭, 2013: 21-23).

쿨리(Cooley, 1930)에서는 자아 개념에 사회학적 시각을 도입하여 자아가 
사회 속에서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하였는데, 
미드(Mead, 1863-1931)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여 “개
인의 자아는 다른 사람들과의 분명한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Mead, 
1934: 164)”는 주장을 통해 사회적 관점에서 자아를 보게 되는 데 기여하였
다. 다만 주관적 자아인 ‘나(I)’와 객관적 자아인 ‘나를(Me)’의 관계도 개인
과 사회의 관계로 봄으로써 자아 간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내면적 화를 
통해 인간의 행위가 조정된다고 주장하는 점이 쿨리와 다른 점으로 평가되고 
있다(송인섭, 2013: 25-26).

따라서 정리하면 심리학에서 자아는 내면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인 
두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자아를 내면의 화를 포함한 사회적인 
상호작용 경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예를 
교육의 의미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교육은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인간을 구현하는 과정(박철홍 외, 2013: 
15)”이자 “태도나 가치관 등 인간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문양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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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5)”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예: 학교) 자체는 한 개인의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자아개
념의 형성’은 바로 교육적 상호작용의 결과이기도 하다. 

교육학9)으로 오게 되면 바로 교육심리학에서도 자아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교육심리학에서는 학습자의 심리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흥미나 동기, 
기 수준, 자아개념, 성격 등에 관심을 가지는데, 자아도 이러한 정의적 요
인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문양호 외, 2017: 135). 이때 자아란 “개
인이 자신에 해서 가지는 지각, 관념 및 태도의 독특한 체제(Felker: 
1974; 김기정 역, 1990: 16)” 또는 “개인이 그 자신에 관해 사실이라 믿는 
믿음들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체제(Purkey, 1970; 안범희 역, 1985: 26)”
로, “자신에 한 생각과 감정, 태도의 복합물을 의미(김영광, 2011: 278)”
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아의 위계적인 특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자아 
개념을 [그림 Ⅱ-2]와 같이 비교적 변하지 않고 안정적인 ‘일반적 자아 개
념’과 이의 하위 개념으로서 특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학문적 자아 
개념’으로 나누게 되었다(김영광, 2011: 280).

일반적 자아 개념

  비학문적 영역

학문적 
및 

비학문적

학문 
자아 개념

사회 
자아 개념

정서 
자아 개념

신체
자아 개념

[그림 Ⅱ-2] 자아 개념의 위계적 구조
(Shavelson, Hubner, & Stanton, 1976: 413)

송인섭(1998, 75)에 의하면, 학문적 자아 개념이란 학습자가 학업 능력
9) 퍼키(Purkey, 1970; 안범희 역, 1985)는 교육학에서 자아개념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

타난 것은 학생 개인에 해 주목함으로써 그들에 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 개
개인의 세계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본주의적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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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학업 성취, 교실 활동 등에 있어서 학교 환경 및 타인과의 관련성 속
에서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인식하는지에 한 것으로10),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즉, 학문적 자아는 학습 경험의 결과로 적절하게 수정되고 변화하
며 형성되는 것이다. 학문적 자아의 구별은 사회적·정서적·신체적 자아 등 
비학문적 자아와의 구별을 통해 학습에 특정된 자아 개념의 지속적 연구를 
가져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교육심리학에서의 학문적 자아는 (모)
국어, 역사,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과를 상으로 넓은 의미로서 연구되었
기 때문에 제2언어 학습에서의 자아 개념의 특성만을 명확히 살펴보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수학 학문 자아 개념
(Math/Academic
Self-Concept)

언어 학문 자아 개념
(Verbal/Academic

Self-Concept)

수학
S.C.

자연
과학
S.C.

생물학
S.C.

경제
경영
S.C.

학교
S.C.

지리학
S.C.

역사
S.C.

외국어
S.C.

영어
S.C.

[그림 Ⅱ-3] 학문 자아 개념의 위계적 구조 수정모형
(Marsh, Byrne, & Shavelson, 1988: 378)

셰블슨 등(Marsh, Byrne, & Shavelson, 1988)은 앞에 제시된 [그림 Ⅱ
-2]의 모형을 이후에 위의 [그림 Ⅱ-3]과 같이 수정·발전시키면서 언어 
학문 자아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영어11) 자아개념과 외국어 자아개념을 분
류 제시하여 제2언어 학습에 국한된 자아의 개념을 살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자아의 개념을 제2언어 습득이라는 범위로 
10) 예를 들면 학습자가 “나는 학교 공부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교 

공부에서 실패자라고 생각한다”, “나는 급우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각하는 것이다(송인섭, 1990: 97).

11) 여기서는 모어로서의 영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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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2언어 교육에서는 새로운 언어인 제2언어를 습득하는 상황에서 학습자
에게 형성되는 자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교육학에서 자아를 학업성취나 
학업능력, 학교성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련시켰던 것처럼 제2
언어 습득에서도 자아를 제2언어 습득 능력과 관련시키게 되었다. 머서
(Mercer, 2011: 57-58)는 자아(self)란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체계로서 
우리가 세계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을 도우며, 일상과 인 관계에
서 우리의 행동을 안내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학문적 자아와 마찬가지로 복
잡하고 다면적인 자아는 정적인 것이 아니고 일생에 거쳐서 점진적으로 발
달하는 것이며, 특히 우리가 과거 경험들을 연결시키고 해석하며 미래의 목
표를 설정하는 것을 돕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라고 하
였다. 그뿐만 아니라 자아는 학습자의 신념이나 동기 등 다양한 심리적 측
면들을 학습에 한 태도나 접근 방법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학습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Pajares & Schunk, 2005). 따라서 제
2언어 학습자의 자아에 한 인식은 학문적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서 최근 제2언어 습득에서 자아의 중요성에 해 학자들은 큰 관심을 
보여왔다(Csizér & Magid, 2014: 1).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히 자아가 언어와 관련이 깊다는 것에 주목했다
는 것이다. 머서(Mercer, 2011: 58)는 자아가 다른 주제의 학습에 비해 특
히 언어 학습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한 
근거로 언어는 다른 기술이나 지식의 학습과는 달리 자아와 매우 가깝게 
결합되어 있음을 밝힌 코헨과 노스트(Cohen & Norst, 1989: 76)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특히 의사소통과 자아의 문제는 모어 교육의 측면에서 먼
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타인과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한 긍정적인 느낌부터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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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 자기개념을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사람이 타인과의 소통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유정아, 
2009: 28).

제2언어 교육학에서는 도르네이(Dörnyei, 2005)의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의 등장과 함께 동기로서 자아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앞서 자
아를 동기를 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로 보는 관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제2언어 자아를 동기의 한 요소로 보았다. 

제2언어에서 자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자
아의 상위 개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제2언어 
교육에서도 습득 시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을 자아의 상위 개념으로 두고 
있다. 정의적 특성이란 경험을 통해 학습되는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포함
한 전형적인 행동과 사고로, 동기, 인성, 가치관, 흥미, 태도, 자아 개념, 포
부 수준, 성취 동기, 정서, 도덕성, 성격, 사회성 등을 포함한다(김영광, 
2011: 245-253). 

정의적
특성

내재적 측면
(성격 요인)

자아 존중
귀속이론과 자기 효능감

의사소통 의지
억제

언어 자아
모험 시도

불안
감정 이입

외향성
동기

외재적 측면
(사회문화적 요인)

고정 관념
태도

제2문화 습득
사회적 거리

문화 간 적응력
언어 정책과 정치
언어, 사고, 문화
교실에서의 문화

<표 Ⅱ-1> 제2언어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Brow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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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에 나타나듯이 동기와 자아 개념은 브라운(Brown, 2007)이 
정리한 바와 같이 제2언어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 영역에 각각 따로 포함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르네이의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 모형에
서의 위계에 따라 자아가 동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12). 도르네
이는 제2언어 학습 동기가 변화하는 과정에 해 과정 모형(Process 
Model)을 주장한 이후, 학습자가 미래의 자기 자신의 자아의 모습을 그리
는 것이 학습 동기와 제2언어 성취도에 영향을 준다는 제2언어 동기적 자
아 체계(L2 Motivational Self System)를 주장하였는데 이 모형에 의하면 
자아 개념은 학습 동기를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매개가 되기 때문
이다(김태영, 2013: 20). 또한 학문적인 흐름상으로도 <표 Ⅱ-2>에서 볼 
수 있듯이 도르네이의 이론은 가드너와 램버트(Gardner & Lambert, 1959)
의 제2언어 학습 동기 이론인 사회교육 모형(Socio-educational Model)의 
교수·학습 측면과 시간적 측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이
다. 동기를 통합적 지향성과 도구적 지향성으로 나눈 가드너는 학습자의 교
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과 학습자의 동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도르네이는 이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서 학생이 직면하는 활동의 유형이나 학년 시기에 따른 변화 등 
과정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동기의 요인 중 하나로 자아를 제시한 것이었
다(Dörnyei, 2001a: 19-22).

12) 자아를 유지하거나 고양시키고자 하는 욕구는 어떠한 행동의 동기가 되며, 이것이 바
로 동기에서 자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Purkey, 1970; 안범희 역, 1985: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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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대표적인 동기이론 특징
초기 연구

(1950-1990) Gardner의 사회·교육모형 사회문화적 요인 강조

번성기
(1990-2000 

초반)

Clement, Dörnyei & Noels’의 
세 차원 동기 모형,

Dörnyei & Ottó의 동기 과정 모형,
Deci & Ryan의 자기결정성이론

교실 친화적
시간적

교육 심리적 이론 도입

현대 연구
(2005-) Dörnyei의 동기적 자아 체계

자아의 개념을 도입하여 
자아의 시각에서 
동기를 살펴봄

<표 Ⅱ-2> 제2언어 학습 동기에 관한 주요 이론들(동효령, 2018: 199)

제2언어 학습 동기는 열망과 태도와 노력이 결합한 것으로서(Gardner, 
1985), 지금까지 학습 동기는 학습자가 제2언어 학습 과정에서 만나는 어
려움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다루어졌
다. 가드너(Gardner, 1985)는 제2언어 학습에서 언어 적성이나 성향 등 다
른 학습자 요인에 비해 학습 동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도
르네이(Dörnyei, 2001a: 1)도 학습 동기가 제2언어 학습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며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제2언어 교사들에게 매우 중
한 사항이라고 하였다. 

먼저 가드너와 램버트(Gardner & Lambert, 1959)는 제2언어 학습 동기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통합적 지향성(integrative orientation)과 도구
적 지향성(instrumental orientation)을 처음으로 제안하였으며, 가드너
(Gardner, 1985)는 사회교육 모형(socio-educational model)에서도 특히 
통합적 동기가 제2언어 학습에서 핵심적임을 주장하였다. 이후에는 이전 연
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수·학습 측면과 시간적 측면13)까지 고려한 
동기 이론들이 등장하였고(Clément, Dörnyei & Noels’, 1994; Dörnyei & 
Ottó, 1998; Deci & Ryan, 1985, 2000), 가장 최근에는 도르네이
13) 가드너의 사회교육 모형은 제2언어 교육이 실시되는 교실 현장의 요인을 고려하지 않

았고, 동기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
다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동효령, 2018: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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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örnyei, 2005, 2009)가 심리학에서 ‘가능한 자아(possible self)’ 이론
(Markus & Nurius, 1986)과 ‘자기 불일치(Self-discrepancy)’ 이론
(Higgins, 1998)을 도입하여 자아의 개념을 통해 동기를 살펴본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L2 Motivational Self System)’를 제안하였다.

위에 서술한 연구들은 제2언어로서 영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를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에게 바
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동일하게 제2언어로서 학습한다 할지라
도 목표 언어가 가지는 특성과 학습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영어
가 제2언어에 해당하는 교사의 동기 및 자아를 탐구한 연구도 그리 많지 
않지만, 한국어가 제2언어에 해당하는 교사의 동기 및 자아를 탐구한 연구
는 더욱 많지 않다.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외국인 학원생은 학습자이기
도 하지만 미래의 예비 한국어 교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어 비원어민 
예비 교사의 동기 및 제2언어 자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언어 학습 동기에 관한 연구는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1950년  말부
터 계속되었으나 한국어 교육에서는 상 적으로 늦게 시작된 편이다(동효
령, 2018: 194). 이후 학습자에 중심을 둔 연구가 많아짐에 따라 한국어 
교육에서도 학습자 요인에 속하는 학습 동기가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 학습 동기에 관한 주요 이론으로 자리매김한 도르네이의 제2언
어 동기적 자아 체계를 적용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동기를 살펴본 연구로는 
한국어 학습자의 제2언어 학습 동기와 불안, 자아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장아남·김영주(2014)와 이를 토 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제2언어 학습 
동기와 불안, 자아를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연구한 장아남(2015), 중국
인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 별 제2언어 자아를 연구한 김영주·장아남
(2015)이 있으나, 이외에 학습 동기 연구의 최신 연구 결과를 제 로 반영
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논문들도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
를 전반적으로 고찰하는 내용은 아니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학습 동기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한 동효령(2018)에 따르면 연구방법별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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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 설문지 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가 부분이었고 모든 연구가 한 시
점에서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살펴본 횡단적 연구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이상의 문헌들에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외국인 한국
어 학습자의 제2언어 자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경험을 심층적
으로 보여줄 질적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커스와 누리우스(Markus & Nurius, 1986)가 제안한 가능한 자아에 의
하면 학습자가 미래에 상상하는 가능한 자아상은 세 종류가 가능하며, 본인
이 되고 싶고 되기를 희망하는 이상적 자아(ideal self), 미래에 될 수 있는 
자아(default self), 미래에 되기 싫은 두려운 자아(feared self)가 있다. 미
래에 될 수 있는 자아는 학습자의 노력 유무와 상관 없이 시간이 흐르면 
별다른 이변 없이도 되기 쉬운 미래상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는 의미가 없
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이상적 자아와 두려운 자아가 교육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김태영, 2013: 57).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제빵 기술을 가지고 있어 고급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고, 아버지
는 아이에게 베이커리를 물려주고 싶어 한다. 이 경우, 아이는 아버지와 같이 
미래에 제빵사 혹은 베이커리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default) 미래
의 자아상이 된다(김태영, 2013: 57).

도르네이 이론의 토 가 된 이론으로는 히긴스(Higgins, 1998)의 자기 
불일치 이론을 빼놓을 수 없다. 히긴스(Higgins, 1987)는 ‘자아’는 세 가지 
기본적인 영역, 즉 “실제적 자아(actual self)”, “이상적 자아(ideal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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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적 자아(ought self)”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및 
실제적 자아와 당위적 자아, 이상적 자아와 당위적 자아 사이에 생기는 간
격을 줄여 자아를 발전시키기 위해 동기가 일어난다는 자기 불일치 이론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실제적 자아란 자신이 실제로 가진다고 여기는 속성을 
나타내고, 이상적 자아란 자신이 이상적으로 가지기를 바라는 속성을 나타
낸다. 마지막으로 당위적 자아란 자신이 가져야만 한다고 여겨지는 의무나 
책임 등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 가지는 모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여할 수 있다(Higgins, 1987: 320-321).

또한 학습자가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은 자기의 현
재 위치와 미래에 도달하고 싶은 이상적 상태와의 간격, 차이를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하였다. 이에 착안하여 도르네이는 자기의 현재 상황에 

한 인식이 없이는 학습 동기가 유발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지적했다(김태
영, 2013: 57). 또한 자아의 불일치를 경험할 때는 심리적 압박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 불일치하는 자아를 조정하여 재설정
할 수도 있다(McCall & Simmons, 1978, 김한범, 2017: 33 재인용).

자아 구성 체계에 관련된 이론인 히긴스(Higgins, 1998)의 자기 불일치 
이론(Self-discrepancy Theory)과 마커스와 누리우스(Markus & Nurius, 
1986)의 가능한 자아(possible self) 개념에 기반하여 도르네이(Dörnyei, 
2005, 2009)는 제2언어 이상 자아와 당위 자아, 그리고 제2언어 학습 경험
으로 구성된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L2MSS, Second Language 
Motivational Self System)를 제안하고 발전시켰다. 

먼저 제2언어 이상 자아(ideal L2 self)는 학습자가 제2언어를 배움으로
써 미래에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는 희망이 투영된 자아상이다. 즉 학습자가 
제2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미래에 될 수 있는 긍정적 자아로, 학교에서 제2
언어로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자신의 모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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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2언어 당위 자아(ought-to L2 self)14)는 다른 사람이 그렇
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설정하는 미래상으로, 타인의 기 를 충족시키거
나 제2언어를 올바로 학습하지 못할 때 겪게 될 부정적 결과를 피하기 위
해 형성하는 자신의 미래 이미지이다. 부모나 주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설
득하거나 권유하기 때문에 제2언어를 배우거나 제2언어로 적절히 답하지 
못해서 면접에 불합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학습하는 모습을 예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2언어15) 학습 경험(L2 learning experience)은 이상 자아 
및 당위 자아의 형성과 해체 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학습자를 둘러
싼 교실 환경과 교육 과정, 동료 등의 학습 환경을 말한다.

제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제2언어 이상 자아와 
제2언어 당위 자아 사이에는 개념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학습자의 
경우 타인에 의해 설정된 목표로 제2언어 학습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
후에 스스로도 그 목표를 바라게 될 수도 있다. 혹은 반 로 내가 원하기 
때문에 제2언어를 배우게 됐지만 나중에 제2언어 학습이 싫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학습자에게 그 목표를 바랄 수도 있다. 이처럼 제2언어 이
상 자아와 당위 자아는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개념이다(김
태영, 2013: 58-59).

14) Ought-to L2 self를 필연적 제2언어 자아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제2언어와 관련하여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보아서 제2언어 당위 자아로 통일하여 번역했다. 

15) 제2언어는 모어 이외에 두 번째로 배우는 언어를 특정할 때도 있지만, 넓은 의미로서 
모어로 습득하지 않은 모든 언어를 의미할 때도 있다. 여기서는 넓은 의미로서 제2언
어를 의미하며, 한국어의 경우 제3, 제4, 제5언어인 경우도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학
습자의 제2언어 학습 경험에는 한국어 외의 언어(영어나 러시아어 등) 학습 경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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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방법에 해당하는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과 철학
적 바탕, 특징, 탐구 설계 등을 살펴본 후 이를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인 
학원생의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을 탐구하기 위해 적용해 보고자 한다.

내러티브 탐구를 이해하기에 앞서 내러티브에 해 우선 살펴보고자 한
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 따르면 내러티브
(narrative)의 사전적 정의는 ‘일련의 사건, 사실 등에 한 설명(An 
account of a series of events, facts, etc.)’으로 한국어에서는 ‘내러티브’, 
‘이야기’, ‘서사’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하지만 내러티브 탐구에서 
내러티브는 막연한 ‘이야기’라든지 ‘말하기’와 비슷한 의미로서의 표현 활동, 
‘누군가에게 일어난 사건에 관해 기술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내러티
브는 경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야기
가 연결성을 가지고 정리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즉, 내러티브란 플롯16) 

16) 이흔정(2004: 159)에서는 내러티브의 핵심적인 기능을 줄거리(plot)로 보고 있다. 인
물과 사건, 배경 등 다양한 요소들은 내러티브 안에 질서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줄거리라는 끈을 통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이스먼(Reissman, 2008; 유기웅 
외, 2018: 66 재인용)에서도 내러티브는 연속적인 흐름을 가진 줄거리(story line)를 
갖추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과정이 인과적으로 잘 짜여져서 내용의 개연성
(contingency)을 확보한 텍스트라고 하였다. 한편 줄거리가 없어도 내러티브가 존재
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는데, 내러티브가 이야기된 삶(storied life)에 한 성찰일 경
우 줄거리가 없는 신 삶의 주인공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구조도 가능하다는 관점이
다(Savin-Baden & Niekerk, 2007: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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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이 살아 있어야 하며, 개인의 삶 자체가 내러티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Clandinin & Murphy, 2007: 633). 내러티브를 어원적으로17) 따져보
면 ‘익히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화자가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는 것을 청자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유기웅 외, 
2018: 217). 따라서 내러티브 안에는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사람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뿐만 아니라 내러티브가 존재하는 사회의 세계관, 생활양식, 시

상 등 복합적인 인간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Webster & Mertova, 
2007; 박순용 역, 2017: 4). 

내러티브 속에 인간의 삶이 담겨 있다는 말은 곧 인간이 내러티브 속에 
삶을 담는다는 말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그는 누구이며 다른 사람은 
누구인지에 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의 측면에서 그들
의 과거를 해석하면서 매일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Clandinin, 2016: 13). 
또한 인간은 ‘이야기하기(storying)’와 ‘다시 이야기하기(restorying)’를 통
해 우리가 경험한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며(Connelly & Clandinin, 1990: 
6), 무질서한 경험에 이야기라는 구조를 부여함으로써 자신들의 경험의 의
미를 이해하게 된다(Bell, 2000; Webster & Mertova, 2007 재인용). 왜냐
하면 내러티브는 경험에 한 의미 구성의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인간과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관심을 두는 연구에 가장 적합
한 방법은 내러티브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Bruner, 1996; 민진
영, 2013: 31 재인용). 우리는 뉴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잡지 등에서 사
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인터뷰하는 것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살아온 이야
기를 듣다 보면 어떤 때는 그 속의 줄거리와 사건 자체가 그 사람의 견해
와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실제 인생 
경험과 개인의 세계관이 내러티브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Webster & 
Mertova, 2007; 박순용 역, 2017: 48),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내러티브 탐
17) 내러티브(narrative)는 어원적으로 “아는(knowing)”, “친숙한(acquainted with)”, “숙

련된(expert)”, “능숙한(skillful)”이라는 뜻의 라틴어 gnarus와 “진술하다(relate)”, 
“말하다(tell)”라는 뜻의 라틴어 narro에서 유래되었다(White, 1981; Clandinin, 2007: 
60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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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 연구 참여

자의 내러티브에 영향을 준 그들의 삶 전체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
서 개인 삶의 총체적 경험을 탐구하려는 연구 방법이 내러티브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클랜디닌과 코넬리는 내러티브 탐
구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 
장소 혹은 여러 장소에서, 환경(milieus, 사회적 환경)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구자와 참여자 간에 협력하는 것이다. 탐구자는 이 매트릭스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 탐구는 여전히 삶을 살아내고(living), 이야기하고(telling), 
다시 살아내고(reliving), 다시 이야기하는(retelling) 가운데 존재하고, 사람
들의 삶을 이루는 경험의 이야기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이와 같은 정신으로 앞으로 나아간다(Clandinin & 
Connelly, 2000: 20).

내러티브 탐구는 캐나다 알버타 학교(University of Alberta)의 진 클
랜디닌(Jean Clandinin) 교수와 캐나다 토론토 학교(University of 
Toronto)의 코넬리(Michael Connelly) 교수가 ‘교사 지식(teacher 
knowledge)’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교사의 경험적 지식을 이해하고 설
명하기 위해 시작한 이래로 하나의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 발전되었다
(Clandinin, 2013; 염지숙 외 역, 2015: 3, 16). 지금까지 교육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패러다임적 사고18)와 연구 방법에 치우쳐 인간의 삶을 심층적
으로 이해하려는 내러티브 사고는 도외시되어 왔지만, 내러티브 탐구는 풍
성하고 다양한 사고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패러다임 사고의 한계점을 극복

18) 패러다임적 사고(paradigmatic thought)는 이론과 엄격한 분석, 논리적 증거 등을 중
시하는 논리·과학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다(Bruner, 1986: 13; 민진영, 2013: 34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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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안으로서 적절하다(Bruner, 1990; 민진영, 2013: 33-35 재인
용)는 시각에서 출발하게 되었다19). 

내러티브 탐구가 연구 방법론으로서 발전되고 기술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이지만, 그 지적 전통의 뿌리는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초
반 사회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연구하는 데 내러티브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에 있다(Clandinin, 2013; 염지숙 외 역, 2015: 19). 또한 사회과학 분야
에서 연구 방법론으로서 내러티브 탐구라는 아이디어의 출현이 새롭게 느
껴질 뿐, 사실 내러티브학(narratology)이라고 흔히 불리는 광범위한 연구 
분야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Connelly & Clandinin, 1990: 2). 게다가 인
간은 말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삶에 해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에 해 말하며 살아왔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우리의 세계
를 의미로 채우는 친숙한 방안 중 하나였던 것이다(Clandinin & Rosiek, 
2007: 35).

한편, 내러티브 탐구를 발전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것
은 교육 분야의 이론가이자 사상가인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
의 경험 이론이다. 듀이는 그의 후기 저작인 “경험과 교육(Experience and 
Education, 1938)”에서 학습자와 사회 모두를 위해서 교육이 그 목적을 수
행하려면 실제적인 경험에 기초해야 한다고 하였으며(Dewey, 1938; 강윤
중 역, 2018: 148), 아래와 같은 주장을 통해 인간의 삶과 교육, 경험의 
접한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인간은 삶에 해 생각함으로써 교육에 해 배우고, 교육에 해 생각함
19) 클랜디닌 교수는 아이들의 경험을 측정하여 읽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아이

를 예측하는 방식의 연구를 하던 중 패러다임 사고의 한계를 느끼고 이에 한 안
으로서 내러티브적 사고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아이들의 학교 경험을 상관관
계에 근거하여 점수로 환원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나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들의 경험은 검사 점수 이상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었다. 예상한 로 점수상 표준 
범위를 벗어난 이탈(aberration)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텍스
트에서는 그 아이에 관해 단 ‘한’ 줄만 기술할 수 있었다. 이후로 그 아이의 경험이 
가지는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Clandinin & Connelly, 
2000: xxiv-x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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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삶에 해 배운다(Dewey, 1938; Clandinin, 2007: 204 재인용).

교육은 경험 안에서(within), 경험에 의해서(by), 경험을 위해서(for) 이루
어지는 발전이다(Dewey, 1938; 송도선, 2009: 14 재인용). 

즉, 교육 연구의 중점적 개념이자 우리의 관심은 교사 또는 학생의 삶의 
경험이며, 경험에 한 이러한 철학적 토  및 관점을 바탕으로 내러티브 
탐구 역시 경험에 한 이해와 조사의 한 방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내러
티브는 경험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므로, 내러티브 탐구는 교사 또는 학생의 
경험으로서의 삶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방법 중 하나라는 특징을 가진다(염
지숙, 2017: 1). 또한 듀이(Dewey, 1938; 홍영숙, 2018b: 5-6 재인용)는 
일반적인 용어였던 ‘경험’을 교육연구의 탐구적인 용어로 새롭게 제시하면
서 교육적 삶에 한 이해를 심화시켰으며, 경험의 속성을 상황적 맥락에서 
활성화되는 계속성과 상호작용성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보았다. 이를 기반
으로 클랜디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0)는 내러티브 탐구 방
법에서 경험을 탐구할 때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성을 함께 보는 시간성과 
인간 경험의 내재적·외재적 조건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사회성, 구체적이고 
특정적인 물리적 장소의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을 제시하였다(홍영숙, 
2018a: 16-17 재인용). 

다음으로 내러티브 탐구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내러티
브가 자아를 탐구하는 데 유용한 연구 방법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흔정
(2004; 유기웅 외, 2018: 218-219 재인용)에 따르면, 인간은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내러티브 안에 존재하는 사건, 타인과 자신과의 관계
에 해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다 하더
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경험을 전하는 내러티브도 달라진다. 
내러티브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동일한 내러티브라고 할지라도 누구인
지에 따라 기존의 자신의 세계관과 경험에 따라 다른 의미로 새롭게 재구
성하게 된다. 즉, 내러티브는 전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 모두에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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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에 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따라서 내러티브를 통해 화자는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맥킨
타이어(MacIntyre, 1984: 126; 민진영, 2013: 32 재인용)에서도 인간이 근
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동물임을 지적하면서 내러티브가 시인·극작가·소설가
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자아를 구성하고 이야기적 삶
의 관계망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원생들의 제2언어 자아의 변화 경험을 구체적
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클랜디닌(Clandinin, 2016)이 제
시한 네 단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구 과정을 설계했다.

먼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가 살아가는 상황 속으로 이동하는 ‘연구 한
가운데로 들어가기’ 단계가 있다. 내러티브 탐구자는 탐구 설계 전 참여자
의 삶 속의 시간성, 사회성, 그리고 장소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자신이 
참여자의 경험 한가운데에 있는 상상을 한다(Clandinin, 2013; 염지숙 외 
역, 2015: 64). 하지만 다수의 내러티브 탐구가 그렇듯이 나도 연구 주제를 
선정하기 전 이미 한국어교육전공 학원이라는 현장의 내부자로서 외국인 

학원생들과 교류가 활발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참여자들과 관계를 형
성하는 데 매우 용이했다20). 또한 이 단계에서 탐구의 출발점으로서 참여
자와 나의 관계와 경험을 집약적인 자전적 내러티브로 구성하였고, 연구 설
계의 중심이 되는 연구 퍼즐을 고안하고 이론적인 검토를 하였다.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온 연구자는 참여자와 함께 탐구 공간을 협상하고 

20) 내러티브 탐구를 할 때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
장 좋겠지만, 탐구 주제와 관련된 장(space)에 있거나 연구 참여자와 관계성을 가지
는 경우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홍영숙, 2018b: 16). 한국어교육전공 학원에서 
한국인으로서 나의 경험은 외국인 유학생으로서의 경험과 엄 하게 동일한 경험이라
고 볼 수는 없으나, 학원이라는 동일한 장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연구 참여자들과 
꾸준히 관계성을 가진 경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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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텍스트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단계에 이르게 
된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현장이라 함은, 연구자가 참여자에 의해 이끌려 
들어가는 특정한 장소로서 참여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관계적인 공간이다(Clandinin, 2013; 염지숙 외 역, 2015: 66). 
따라서 연구자는 참여자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끌어내기 위해 그들이 살아
가는 중요한 장소들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기록으로서 인터
뷰 화 전사본21)과 연구 일지, 화 등을 포함하는 현장 텍스트22)를 참여
자의 동의하에 공동으로 구성해 나가도록 하였다.

다음 단계는 ‘현장 텍스트에서 중간 연구 텍스트23)로’ 이동하는 단계이
다. 연구자는 ‘내러티브 탐구의 삼차원적 공간24)’ 내에서 현장 텍스트를 중
간 연구 텍스트로 구성하기 시작한다. 이때 만약 연구자가 현장이나 참여자
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분석과 해석을 한다면 참여자의 경험은 연구자에 의
해 자의적으로 해체되어 버리기 쉽다. 따라서 참여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면

21)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외국인 학원생들이므로 구어체 화에서 부자연스럽거나 어
색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문법이나 어휘가 틀리는 경우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자
들의 발화가 왜곡되지 않도록 최 한 수정하지 않고 그 로 전사하였다. 논문에 인용
할 때는 앞뒤 맥락에 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생략된 경우 괄호(=[]) 안에 추가하였
고 그 로 이해가 어려운 오류가 있는 경우나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 괄호(=()) 안에 
추가하였다. 내용을 중략하는 경우 줄임표(=(…))로 표시하였다. 

22) 현장 텍스트는 보통 데이터라 불리는 객관적인 텍스트에 비해 경험적이고 간주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Clandinin, 2013; 염지숙 외 역, 2015: 68). 

23) 내러티브 탐구자는 이야기의 해석에 해 다양한 관점을 얻고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
는 부분을 참여자와 협상하기 위한 매개로서 부분적으로 작성된 텍스트인 중간 연구 
텍스트를 만든다. 다만 참여자와의 협상에서는 다중성을 억지로 짜맞추어 일관성 있
고 순화된 텍스트로 만들어내려고 하기보다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그 로 
드러내어 다중성의 의미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Clandinin, 2013; 염지숙 외 역, 
2015: 70-72). 

24) 클랜디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0: 50)는 내러티브 탐구를 공유하는 공
간을 구체적으로 기술 및 설계하기 위해 듀이(Dewey, 1938)의 경험 이론을 토 로 
‘삼차원적 탐구 공간(a 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이라는 은유를 개
발했다. 내러티브 탐구자는 탐구 내내 시간성(temporality), 장소(place), 그리고 사회
성(sociality)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 삼차원적 공간을 고려하며 탐구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참여자가 항상 과거-현재-미래의 변화하는 시간의 연속성 상에 있으며 
공간적·관계적 맥락 속에 자신을 상호작용적으로 위치시킨다는 것을 항상 자각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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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시 이야기하기를 통해 중간 연구 텍스트를 협력적으로 구성하여 최종
적으로는 설득력과 타당성25)이 있는 연구 텍스트를 만들 수 있도록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고향에서부터 학원 유학까지 외국인 

학원생의 내러티브에서 과거 경험과의 관련성·물리적 특정 공간·사회적 
상호작용을 발견한 경우 다시 묻고 다시 듣기 위해 추가적으로 현장 텍스
트를 수집하여 보충 및 보완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중간 연구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이동하기까지 내러
티브 탐구자는 현장 텍스트를 읽고 보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순환적
인 과정을 거친다(Clandinin, 2013; 염지숙 외 역, 2015: 73). 이때 연구 
텍스트에는 내러티브에 한 연구자의 심층적인 이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되, 해답을 얻은 것처럼 기술하는 신 독자들이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상상함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공명(resonant)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내러티브 탐구 설계는 다음 <표 
Ⅲ-1>26)과 같다. 설계 과정 전체는 순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분절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단계(step)’라는 용어를 표에서는 제외하였고(Damen, 
1987, 최주희, 2017 재인용), 내러티브 탐구는 ‘따라야 하는 일련의 절
차27)나 순차적인 단계’가 아닌 유동적 성격을 지니므로(Clandinin, 2013; 
염지숙 외 역, 2015: 47) 절차 신 ‘설계(design)’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전체 연구 과정의 각 부분이 각각의 단계로 분리되어 선형적인 흐름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것은 질적 연구의 특징이기도 하다

25) 중간 연구 텍스트를 협력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은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인터뷰와 전사 작업 이후 다시 참여자와 만나 
그의 의견을 듣는 것을 ‘ 화에 의한 타당성 확인(communication validation)’이라고 
하는데, 연구자는 이를 통해 인터뷰 내용의 옳고 그름을 참여자 본인에게 직접 확인 
받을 수 있다(Flick, 2002; 임은미 외 역, 2009: 391). 

26) 염지숙(2017) 내러티브 연구, 서울 학교 교육연구소 2017년도 하계 연구방법론 워
크숍, 10-12.에서 설계 과정별로 해야 할 일과 용어를 참고하였다.

27) 영한사전에서는 체로 ‘Process’를 ‘과정’ 또는 ‘절차’로 번역하고 있지만, 한국어에서 
‘일이 되어가는 경로’로 풀이되는 ‘과정’에 비해 ‘일을 치르는 데 거쳐야 하는 순서’로 
풀이되는 ‘절차’는 당위성이 다소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절의 제목도 
순환적인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본 연구의 과정’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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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ck, 2002; 임은미 외 역, 2009: 89-90).
 

탐구 설계 세부 내용

연구 한가운데로 

들어가기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 협의
연구 목적 협의
연구 현장의 일원임을 느끼기
연구 퍼즐 형성 및 이론 검토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 연구 참여자 1명당 3차례 이상에 걸쳐 인터뷰 대화 실시
- 현장 텍스트 수집: 인터뷰 대화 전사본(연구자가 직접 

전사), 연구 일지, 대화, 필기 노트 등
- 동료 연구자(대학원생 3명)와의 면담을 통해 내러티브의 

하위 주제와 경험의 의미 분석 내용을 함께 검토함

현장 텍스트에서 

중간 연구 텍스트로

내러티브적 사고로 분석 및 해석하기
내러티브 탐구의 삼차원적 공간에서 작업하기
참여자와 연구자가 내러티브를 공동으로 구성하기
참여자와 연구자가 의미의 다중성을 협상하기
현장 텍스트 추가 수집 및 수정 보완

중간 연구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삼차원적 공간의 시간성, 사회성, 장소가 드러나도록 최
종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연구 목적과 연구 퍼즐에 부합하는 내러티브 선택하기
개인의 경험을 사회적, 제도적, 가족적, 문화적, 언어적 

내러티브의 큰 맥락 안에서 보기

<표 Ⅲ-1> 탐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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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인 학원생이 유학 과정에서 겪는 제2언
어 자아 체계의 변화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28)’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내러티브 탐
구는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접근법으로, 우리 삶에 함께 살아있는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탐구한다(Clandinin, 2016: 17). 또한 연구자의 지속적
인 반성과 세심한 관찰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깊이 있는 목소리를 이끌어
내는 데 적합하며(민진영, 2014: 45-46), 참여자의 의식 고양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연구 방법이다(Creswell, 
2013; 조흥식 외 역, 2017: 44).

본 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선택한 이유로는 다음 세 가지를 제
시할 수 있다. 먼저 내러티브 탐구는 제2언어 습득의 주체인 학습자가 직접 
경험한 내러티브를 탐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관점에서 교육적인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내러티브 탐구는 역사
적으로도 정체성과 자아 문제에 관심이 있어 왔기 때문에29) 연구 참여자의 
내면을 내부자의 관점30)으로 탐구하기에 적합하다(Connelly & Clandinin, 
2000).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탐구는 다양하고 복잡한 삶의 경험을 심층적
28)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는 인식론적, 존재론적 가정을 토 로 한다는 점에서 

내러티브 분석 또는 내러티브 연구(narrative research)와는 차이가 있다. 즉, 내러티
브 탐구는 단지 다양한 표현 형식 중 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경험을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에 의해 내러티브하게 구성되는 현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방법론(method)
이자 현상(phenomenon)이기 때문이다(Clandinin, 2013; 염지숙 외 역, 2015: 
25-26). 

29) 우리는 이야기를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삶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가를 형성하게 된다(MacIntyre, 1984: 212, 고미숙, 2003: 15 재인
용). 따라서 내러티브 연구의 역사에서 사회학자들의 경우에도 감옥, 토크쇼, 치료센
터 등 특정 맥락에서 형성되는 자아 정체성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진행해왔다(Chase, 
2005, 김영천·이현철, 2017: 561 재인용).

30) 개인적 내러티브에 한 연구의 부흥을 이끌었던 1980년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더 이상 연구 상이 아닌 주체이자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 존재로 고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침묵되었던 이전과 달리 여성의 목소리가 담긴 새로운 이해를 제공할 수 있었
다(Chase, 2005, 김영천·이현철, 2017: 55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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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20세기 초까지 주요한 패러다임이었던 
실증주의가 인간의 경험을 객관화·보편화하는 데서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주목받게 된 방법이 바로 내러티브 탐구이기 때문이다(김영천·
이현철, 2017: 79). 본 연구의 주제인 개인의 제2언어 자아 체계를 탐구하
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제2언어 학습 경험을 필연적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
는데, 내러티브 탐구의 목표 자체는 경험에 있기 때문에 연구 목적과 방법
론이 상호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는 방법론적 일치(methodological 
congruence)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Creswell, 2013; 조흥식 외 역, 2017: 
7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어교육을 전
공하는 외국인 학원생의 제2언어 자아에 해 면 하게 탐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국어교육에서 언어 정체성 및 제2언어 자아와 관련된 선
행연구와 이론을 검토하며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을 향상시켰다. 그 다음
에는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인 학원생을 선정하여 예비 인터뷰 화를 실
시하여 연구 퍼즐을 확인 및 수정하고, 본 인터뷰 화를 위한 질문 목록을 
추출했다. 이후 본격적인 인터뷰 화를 통해 얻은 현장 텍스트는 모두 전
사하여 클랜디닌(Clandinin, 2013; 염지숙 외 역, 2015: 63-75)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해석 및 분석하였다.

연구 퍼즐에 한 심층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통계적인 평균으로 확
인되지 않는 개인의 복합성과 독특성을 탐구하는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

31)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계 및 협력을 중시하며, 이에 따라 현장 
텍스트를 공동으로 구성해 나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적극적이고 자발
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연구 상이나 피면담자라는 용어 신 연구 참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민진영(2014: 47)에 의하면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가 왜곡된 해
석을 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아주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황을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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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선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내러티브 탐구의 경우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 및 교류가 지속되는 협력적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 선정이 매
우 중요하다. 크레스웰(Creswell, 2015; 조흥식 외 역, 2017: 183)에 의하
면 내러티브 탐구자는 접근이 가능한 주변인 중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자
신의 정보를 기꺼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어떤 
개인이 참여할 것인가’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깃거리가 있다’는 태도로 
내러티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예비 인터뷰 화와 1차 인터뷰 화를 통해 
연구 주제에 해 평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본 경험이 있어서 풍부한 이
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기꺼이, 능숙하게32), 거침없이, 그리고 충분
한 시간을 할애하여 들려줄 수 있는지 고려하였다.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인 

학원생의 유학 경험에 나타나는 제2언어 자아의 탐색을 목적으로 총 6명
의 외국인 학원생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을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교육을 전공하고 있거나 이미 전공한 외국인 학원생을 선
정하였다. 한국어교육전공은 학과 특성상 한국인보다도 외국인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어 연구자가 내러티브 탐구 참여자의 삶, 환경 한가운데서 그들
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용이하고,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외국인 학원
생들은 복잡한 자신의 경험을 내러티브로 풍부하게 구성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33). 그리고 한국어교육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면
서 제2언어 자아의 형성 과정을 포함한 자기 자신의 한국어 학습 과정을 
필연적으로 돌아보게 되므로 연구 주제를 이끌어내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외국인 학원생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예비 인터뷰 화와 1차 인터뷰 화를 통해 비교적 유사한34) 학
32) 훅스(Fuchs, 1984: 249)에 의하면 말이 없거나 낯을 가리는 소극적인 사람 등 삶을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 인터뷰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Flick, 2002; 임은미 외 역, 2009: 
192-193 재인용).

33) 모스(Morse, 1988: 73)가 제시하는 ‘좋은 정보제공자’의 기준에 의하면 정보제공자는 
연구에 필요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성찰한 바를 언어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Flick, 2002; 임은미 외 역, 2009: 136-13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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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경험에 따른 제2언어 자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석사 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하였으며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몇 년 간 한국어와 관련된 
일을 할 계획을 가진 학원생을 선정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한국어 이상 
자아를 한국어교육전공의 특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기 위해 한국어 교사로서
의 꿈이 있으며 실제로 가르쳤던 경험이 있고, 졸업 후에도 한국어와 관련
된 일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셋째, 예비 인터뷰 화 및 1차 인터뷰 화를 통해 개인적인 경험을 진
술하는 데 부담감이 없고 연구 텍스트로 구성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2언어 
자아에 한 고민이 충분한 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연구 주제에 평소 더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참여자들보다 심도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화 중 자주 ‘잘 모르겠어…’, ‘글쎄…’라고 답하는 참여자
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와 같이 예비 인터뷰 화에서 자아에 한 고민
을 끌어내기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고 인터뷰 화를 진행하였다. 

넷째, 특히 본고에서의 인터뷰 화는 내면의 자기 경험, 자아에 한 고
민 등을 솔직히 말해야 하는 심층적인 면담이기 때문에 특히 연구자와 참
여자 사이의 친 도, 즉 라포르(rapport)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
으로 삼았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는 연구자와의 관계
에 따라 이야기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것으로 연구자와의 관계와 무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김영천·이현철, 2017: 570).

예비·1차 인터뷰 화를 통해 추가 인터뷰 화에 최종적으로 동의한 참
여자는 모두 20  후반(26~29세)으로 한국에 온 지 2년 이상된 총 6명의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인 학원생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름은 참여자의 사
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사 기록 후35) 연구 자료화 단계에서 
34) 특정 사례에 한 연구는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사례 중의 사례

(case of case)에 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전체 사례의 범주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도록 하여 전체 사례에 한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다. 또한 개개
의 사례끼리 비교 및 조되면서 유형이 구성되면 개별 사례에 한 이해를 관계적으
로 할 수 있게 된다(Flick, 2002; 임은미 외 역, 2009: 406). 이에 따라 한국어교육
전공 외국인 학원생 중에서도 비교적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례들을 사례 중 사례로
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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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36)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의 국적의 경우 현장의 특성상37) 특수 문자
로 구별하였으며 같은 국적 참여자는 같은 특수 문자로 표시하였다38). 다
음은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 6명에 한 간단한 소개이다.

먼저 수안은 현재 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일을 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다. 고향에서 학교에 다닐 때 처음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앞으로 어떻
게 살면 좋을지에 한 목표가 생겼다. 고향에서 한국 회사에 취업해 일하
면서 한국어를 가르칠 기회를 얻게 됐고, 그때 한국어를 가르치는 “맛”을 
보게 된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됐다. 학원은 고
향에서도 경험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생활과 학원 생활에 둘 다 
적응하느라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학원을 다니며 한국어를 활용할 
다양한 기회를 얻게 되었고, 졸업을 한 후에도 계속 한국에 남아 일을 하면
서 경험을 쌓고 있다.

리나는 현재 막 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일을 하며 계속해서 한국어 
실력을 쌓고 있다. ○국에서 자신이 목표로 하던 외국어 학교에 입학해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나서 한국어의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게 됐다. 
35) 전사가 모두 끝난 후 연구 텍스트 작성 단계에서 참여자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바꾸는 

것은 전사 전부터 가명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전사를 시작하는 때부터 참여자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할 경우 참여자들과의 대화 시 잘
못 호명할 가능성이 있어서 혼란을 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모든 인터뷰 대화가 끝난 후 참여자와 함께 가명을 만드는 것이 그동안의 대화 내용에 의한 
참여자의 제2언어 자아를 특색있게 반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도 면담 과정을 회고하는 데 의
미가 있고 연구에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참여자
의 특색을 반영하여 가명을 만드는 경우 편견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자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가능한 한 중립적인 느낌의 가명을 직접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36) 민진영(2014: 47)에 의하면 내러티브 탐구에는 참여자의 경험이 총체적으로 나타나
기 때문에 참여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인터뷰를 시작하는 때부터 논문 작성을 마무리하는 때까지 참여자의 익명성을 유지하
기 위해 노력했다.

37) 본 연구의 현장이자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소속된 학원의 ‘국어교육과 한국어교
육전공’의 경우, 외국인 학원생의 국적이 매우 다양한 편이다. 따라서 몇몇 국적의 

학원생들의 경우에는 여러 해 동안 학과에 1~2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서 국적을 
표시하는 경우 가명을 쓰는 것이 무의미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8) 이외에 본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명과 언어명, 브랜드명 등은 모두 가명 또는 특
수 문자를 사용하였다(예: 선아, ●국어, ☎☎한국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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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에서 한국어 공부를 끝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됐다. 학원에 입학한 직후에는 열정적으로 공부하다
가 3학기 이후에는 잠시 새로운 목표를 정하지 못해 무기력한 시기도 보냈
다. 하지만 학원을 다니면서 스스로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졸업한 후에도 얼마 동안은 한국에 남아 한
국어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한국어 실력을 충분히 쌓을 예정이다. 

린은 학원을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직장
을 다니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언어에 한 관심이 많고 외국어도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평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한국어를 학
부에서 전공했다. 학교 졸업 이후 △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통역 관련 
일을 했었지만, 최종 목표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고 한국의 학교와 학 
교육을 체험해 보고 싶어서 학원에 오게 됐다. 학원에 입학한 직후에는 
상상했던 한국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으나 첫 학기 수업에서 연
구방법론 교재와 교수님 및 다른 선배들의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에 충격
을 받았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학업에 계속 매진하기 힘들 때는 
“공부 말고 딴 데서” 자신감을 찾으며 기분을 전환했고, 결국 논문을 다 쓰
고 졸업한 현재는 나중에 자신이 한국어 교수가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한
국어를 공부하는 방향과 미래를 상담해 주기 위해 한국을 다양하게 경험하
고 있다. 린은 연구 참여자들 중 유일하게 학원을 졸업한 후 한국에서 1
년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인 만큼 학원 졸업 후의 한국어 자
아의 경험에 해 의미 있는 내러티브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파루는 현재 학원을 수료하고 한국에서 다양한 일도 하고 논문을 쓰면
서 졸업을 준비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다중 언어 환경에서 태어났고 언
어 교사이신 어머니와 할아버지 덕분에 언어 습득에 두각을 나타냈다. 학
교 2학년 때 우연히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는 한국어교육원을 알게 되
어 한국어 학습을 처음 시작했고, 이후에 점점 한국어를 잘하게 되고 좋아
하게 되면서 □국에서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에 있는 학교에 
사관 추천 교내 장학생으로 왔었다. □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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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목적으로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생각에 한국어교육으로 학원을 
오게 되었고, 학원에서는 학교 수업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 봉사 동아리, 
한국 문화 체험 탐방단,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상호문화교육을 이해시키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외부 활동에 참여했다. 파루는 졸업을 한 후에도 다양
한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인정할 만큼의 한국어 실력을 갖출 때까지 한국
에 살 예정이다. 파루는 비교적 활발한 성격에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자신의 한국어 자아 변화 경험에 해 복잡하고 풍부한 맥
락이 잘 살아있는 현장 텍스트를 제공해 주었다.

유미는 현재 학원을 수료하고 한국에서 일도 하고 논문을 쓰면서 졸업
을 준비하고 있다.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했던 것이 학
교에서도 이어져서 다른 전공을 하면서도 꾸준히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공
부했다. 학교 졸업 후 회사에 다니면서도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라면 학원과 교회, 국제교류회관 등 장소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
며,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단기어학연수 등에도 참여했다. 한국
어를 가르치는 것에도 관심이 생겨 유학을 오게 된 학원에서는 자신의 
한국어 학습 경험을 살려 한국에 어학연수를 온 ◇국인을 상으로 한국어 
스터디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다. 유미는 평소에는 주로 다른 사람의 말
을 잘 들어주는 편인데, 인터뷰 화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차분한 
말투로 꼼꼼히 이야기해 주어서 평소 알지 못했던 솔직한 의견을 듣는 데 
도움이 되었다.

루루는 현재 학원을 수료하고 석사 논문을 쓰면서 졸업을 준비하고 있
다. 워낙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한국 문
화에도 익숙했던 루루는 학교를 지원할 때 한국어과를 선택했던 것이 계
속되어 학원도 한국어교육전공으로 유학을 오게 됐다. 자유로운 학원 
생활에 한 기 를 안고 부푼 마음으로 한국에 온 루루는 좋아하는 가수
가 사는 서울의 분위기, 문화와 생활, 드라마 속 장소들, 도시의 환경 등
이 상상에서 현실로 눈 앞에 펼쳐지는 것에 해 굉장한 만족감을 얻었다. 
하지만 학원 안에서는 한국어에 한 불안감과 목표의 상실로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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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으면서도 “한국의 제일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당연한 어려움이
라고 생각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루루는 인터뷰 화를 통해 학원 
경험에 한 자신의 개인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진솔하게 잘 드러내 주었
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개인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위에서 소개한 참여자 6명의 정보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 Ⅲ-2>
와 같다.

이름
(가명)

(2018년 
11월의)
나이

국적
처음 

한국에 
온 해

수료 및 졸업 
여부 기타 (언어 습득 순서)

수안 28세 ○국 2014 석사 졸업 모어&모국어>한국어>영어

리나 26세 ○국 2016 석사 졸업 모어&모국어>한국어>영어

린 27세 △국 2014 석사 졸업 모어>영어>한국어

파루 27세 □국 2012 석사 수료39) 모어>러시아어>
영어>한국어

유미 29세 ◇국 2016 석사 수료 모어>한국어

루루 26세 ●국40) 2015 석사 수료 모어>영어>한국어

<표 Ⅲ-2> 연구 참여자 정보

39) 학력의 경우 보통 학원 재학과 졸업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
자들과 인터뷰 화를 한 결과 학원생들에게 ‘수료’와 ‘졸업’의 차이는 큰 의미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정보란에도 이를 반영했다. 파루와 루루의 경우 
수안과, 유미의 경우 리나와 같은 학기에 들어 온 동기이지만, 연구에 참여할 당시 석
사 과정 4학기를 마친 뒤 아직 논문을 작성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졸업이 아닌 수료로 
표시했다. 학원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참여자와 이미 통과한 참여자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수료 중의 세 사람은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인
터뷰 화를 진행하였다. 연구자와 계속해서 논문을 함께 쓰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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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인 학원생의 경험이 다른 한국인 학원생의 
학원 경험과는 어떻게 다르고, 한국인 학원생의 관점에서는 외국인 

학원생의 제2언어 자아의 변화 경험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 같은 한국어교육전공 소속의 한국인 학원생 2명에게도 면담을 
요청하였다. 같은 학문 공동체에 소속되어 유사한 학업 경험을 하면서도 유
학을 와서 제2언어로 공부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외국인 학원생과 한국
인 학원생의 경험은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인 학원생의 경우 외국인 

학원생의 학원 적응과 경험에 지 한 영향을 주며 바로 옆에서 그들을 
관찰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을 포함한 외국인 학원
생에 한 전반적인 이해가 풍부하여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 검토하여 서
술한 내러티브를 제3자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이들 한국인 학원생을 포함한 동료 연구자 3명에게 조언을 얻
어 내러티브 하위 주제와 분석 내용에 해 검토를 요청했다. 이들의 정보
는 다음 <표 Ⅲ-3>과 같다.

졸업한 참여자보다 만남과 화 등이 상시적으로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
40) ●국은 ○국과 같은 나라이지만 ○국으로 표시한 연구 참여자는 ●국으로 표시한 연

구 참여자와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 모어로 사용하는 언어가 완전히 같지는 않으
므로 특수 문자로 구별하였다. 국적이 ○국으로 표시된 참여자들은 ●국어를 어렸을 
때부터 동시에 습득하기는 했지만 지역 방언인 ○어를 모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어와 ●국어 사이에는 분명하고 큰 차이가 있으므로 모어와 모국어로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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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가명) 국적 수료 및 졸업 

여부 기타

선아 한국 석사 수료 참여자 일부와 친분이 있음

연희 한국 석사 수료 참여자 일부와 친분이 있음

미나 ●국 박사 재학
1차 인터뷰 대화 참여자

참여자 일부와 친분이 있음
질적 연구 수행 경험 있음

<표 Ⅲ-3> 동료 연구자 정보

민진영(2014: 48)에서도 지적하듯이 내러티브 탐구의 강점이자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위협적일 만한 양의 현장 텍스트 수집에 있다. 일반적
으로 한 시간 분량의 면담 자료를 전사하는 경우 A4 용지 기준 20장 가량
의 분량이 나오는데, 외국인을 상으로 한 본고의 면담도 3~5회로 구성된 
면담이 각 참여자마다 평균적으로 60장 가까이 수집되었다. 

방 한 양의 현장 텍스트를 수집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2017
년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동안 예비 인터뷰 화를 실시하여 연구 주제와 
연구 퍼즐을 정하는 데 도움을 받았고,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연구 참여자가 선호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면 면으로 인터뷰 
화를 진행했다. 인터뷰 화는 각 참여자마다 총 3회 이상 회당 50분에서 
1시간 반 가량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형식을 갖추지 않고 격식 없이 편안한 

화처럼 진행되었는데, 이는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되돌아보고 
이를 연구자와 스스럼없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모든 화는 
녹음 파일의 손실을 비하여 노트북과 휴 전화로 동시에 녹음하였으며, 
전사의 단계를 거친 뒤 전사된 텍스트를 함께 읽어 보면서 명확한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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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세 하고 깊이 있게 의논하였다.
학원을 이미 졸업하고 멀리 사는 참여자의 경우 연구자와 외부의 카페

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카페의 백색소음은 참여자가 편안한 상태에
서 인터뷰 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녹음할 경우 소음이 
목소리와 섞이게 돼서 전사할 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 그 후부터는 
인터넷에서 인터뷰 녹음 전용 듀얼마이크(모델명: 에이포트 AP222)를 구
매하여 마이크 헤드를 참여자와 연구자 각각의 옷깃에 달고 녹음을 하였는
데 이는 전사 시에 각각의 목소리를 구별하여 명확하게 들려주기 때문에 
기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의 경험은 주요 사건을 통해 내러티브를 분석하는 방
법(Woods, 1993)으로 Ⅳ장에서 기술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화 인터뷰의 
전사 기록으로 수집한 현장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으며 지속적으로 나타나
는 내러티브 패턴, 줄거리, 주제 등을 찾아내어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루
어졌다. 자료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연구 퍼즐과 관련된 이야기를 추려내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을 묶어나갔다. 그리고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내용을 잘 나타내줄 주제어를 뽑아냈다. 최종 연구 텍스트는 중
간 연구 텍스트를 참여자들과 논의하여 썼으며,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연
구자가 다시 이야기(re-telling)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텍스트를 
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참여자들과의 협의는 연구의 타당성 및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재구성된 이야기로부터 외국인 학원생
들의 유학 경험에 한 의미를 찾아내고, 교육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
자 했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연구 참
여자의 경험과 삶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드러날 위
험이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이름과 국적 등을 가명이나 기호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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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가명을 쓸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와 의논하여 되도록 개인 정보를 
추론할 수 없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중간 연구 텍스트를 검토하는 과정에
서도 특정한 경험에 한 부분이 연구 참여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하진 않는
지 거듭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만약 국적을 추론할 수 있거나, 
그로 인해 연구 참여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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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인 대학원생의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 이야기41)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살아낸 이야기를 토 로 내러
티브를 함께 구성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능동
적인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의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에 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연구 참여자와 만나 지속적인 협의와 의
미 확인을 거듭 반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인 학원
생의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에 한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다.

내러티브는 경험 이야기 속에 담긴 주요한 사건들을 포착하여 부각시키
는 것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데, 이는 연구자에게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하
면서도 놓치거나 발견하지 못할 수 있는 세부적인 것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분석에 도움을 주는 통찰력 있는 도구이다(Webster & Mertova, 
2007; 박순용 역, 2017: 135-136).

여기서 ‘주요 사건(critical event)’이란 “개인의 변화와 발전에 막 한 영
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순간과 에피소드들(Sikes et al., 1985, Woods, 
1993, 356 재인용)”을 의미한다. 즉, 이야기하는 사람은 실제 발생한 경험
과 그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황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데, 이때 
발생한 사건들을 극복하고 처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상이 변화하고 발전
하게 된다(Fay,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집된 현장 텍스트는 주요 사건의 특징42)을 교수·
41) 일상적 화뿐만 아니라 학문적 논의의 장에서도 내러티브가 ‘이야기’ 혹은 ‘이야기하

기’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강현석, 2016: 23-24). 또한 ‘이야기(story)’는 전형적
으로 내러티브의 구조를 가지는 서술 형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내러티브 탐구도 흔히 
‘이야기’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는 접근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엄 히 살펴보면 여기서 ‘이야기’의 개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기’와 유사한 의미
로 쓰는 이야기와는 구별되는, 내러티브 조건을 갖춘 형식이자 그러한 이야기를 생산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유기웅 외, 2018: 66).

42) 우즈(Woods, 1993: 357-359)는 주요 사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상술했다. 주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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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 일어나는 환경과 관련하여 상세히 기술한 우즈(Woods, 1993)에 따
라,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인 학원생이 제2언어 자아의 변화를 겪는 경험에 
나타난 주요 사건에 주목하여 내러티브를 분석하였으며, 구성된 중간 연구 
텍스트를 참여자와 함께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토 로 한국어교육
전공 외국인 학원생의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에 한 이야기를 다음 
<표 Ⅳ-1>43)과 같이 정리하였다.

건은 ① 학습자의 경우 배움에 한 태도와 자아에 한 이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발전시키며 전체적 변화를 가져온다. ② 교사의 경우 숙련된 솜씨에 자부심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자아 실현을 가져온다. ③ 교사들이 반 의 압력에 항하여 
현실과 정체성에 관한 특정한 의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④ 교사의 사기를 북
돋아 직업 전체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3) 각 참여자의 내러티브는 1) 학원 입학 전과 2) 학원 입학 후, 그리고 3) 학원 
졸업(또는 수료) 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표 Ⅳ-1>은 김한범(2017: 
70-71)을 참고하여 왼쪽 행은 참여자의 유의미한 경험, 즉 주요 사건을 주제로 나타
낸 것이고 오른쪽 행은 그 경험에 한 분석 내용을 참여자의 언어를 최 한 활용하
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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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내러티브의 핵심 주제

내러티브의 하위 주제
(유의미한 경험) 내러티브 분석 내용

수안

한국어로 찾은 
인생의 방향

1)

한국어로의 입문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영어 말고 한국어에서 찾은 
성취감 한국어 수업 때만큼은 나도 우수학생

회사에서 얻은 기회 한국어 가르치는 맛

2)

졸업 전 도달할 롤모델 설정 읽는 발표 대신 말하는 발표
대학원 밖에서 겪은 타인의 
저평가 말하고 싶지 않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영어 자료 이해와 실습 기회 부족
친구와 함께 키우는 선생님
의 꿈 내가 직접 학습자를 찾아서

3)
더 높은 이상 자아 설정 끝나지 않은 한국어 공부
다시 영어로 한국어가 찾아준 자존감
꿈을 향해 계속되는 도전 전문적인 한국어 교사가 될 때까지

리나

좋아하고 하고 싶고 
진짜 잘할 수 있는 

일

1)

한국어로의 입문 듣기 좋은 언어, 발음에 대한 관심
학과 차원의 한국어 목표 제시 단계마다 넘어야 할 목표들
끌어주는 선후배 관계 조언 받는 후배에서 조언하는 선배로
한국어 공부의 동기를 찾음 목표 덕분에 한국어에 매력을 느낌

2)
또 다른 아쉬움 한국어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나
목표의 상실 한국어 공부하는 새로운 목표가 없어
스스로 경험을 찾아서 한국어 교사와 통역, 교재 제작 경험

3)
한국어 선생님으로서의 보람 학습자의 성취에 대한 뿌듯함
계속되는 한국어 나도 한국인처럼 일할 수 있다
한국어랑 관련된 일 자기만의 일, 가장 잘하는 사람

린

정말 정말 
교수가 되는 꿈

1)

한국어로의 입문 언어와 말하기에 대한 관심, 선생님
의 꿈

한국어 말하기의 상대적 어
려움 한국어 말하는 거 부끄러웠어

경험해 보고 싶은 한국의 교육 언어를 배우게 되면 가고 싶어져

2)
갑작스럽지만 설레는 시작 처음엔 다 재미있었어 다 좋았어
충격적인 대학원 공부 다른 세계에 있는 거구나
어려움 속 재미 찾기 공부하면서 좌절한 적 없었어

3)

한국어 교수가 되기 위한 다
양한 경험 쌓기 학생들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싶어서

한국어 이상 자아의 재확인 아직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
지금 여기 있는 이유 가능성을 열어준 한국어

<표 Ⅳ-1> 연구 참여자의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 내러티브의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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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루

경쟁을 넘고 넘어 
국가대표로

1)

한국어로의 입문 다중 언어 환경 속 한국어에 대한 궁
금함

고급반 선배는 내 경쟁자 나도 조금 노력하면 저 정도 할 수 
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받
은 어마어마한 박수

말하기는 재미있게 말하고 인정 받으
면 되잖아

2)

목적으로서 한국어 한국어를 더 전문적으로 알고 싶어서
목표 추구의 수단 상실 경쟁이 사라진 교실

이상 자아와의 불일치 말하는 대로 안 써지고 못 하는 게 
아직 많음

3)

국가대표라는 자부심 통번역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경험

계속 노력해야 되는 한국어 스스로 100% 오케이할 때까지

교육 분야 외교관이 되는 것 모든 것의 시작, 핵심이 교육

유미

내 명함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한국어

1)

한국어로의 입문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
대학교 졸업 학년, 케이팝에 
빠지다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

회사에 다니면서 유학을 준비 한국어 학원, 한국어 교실, 한국어 공
부회, 단기어학연수, 언어교환…

2)

더 높은 이상 자아 설정 유학 온 이상 진짜 한국인이 하는 말

한국어교육 실습의 부족 실제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

직접 한국어 학습자를 모아서 모어로 배우면 더 좋지 않을까

3)

수료 후 목표의 상실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지

그래도 여전히 교실 언어·문화 교류 스터디와 과외
한국어 관련 경험을 쌓아서 
독립하기

내 명함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한국
어

루루

계단처럼 
거쳐가는 단계

1)

한국어로의 입문 외국어 공부하는 게 좋아서
외국 드라마와 음악을 자주 
접함

외국 문화 속 자유로움과 풍부한 생
활에 대한 동경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내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

2)

졸업 전 도달할 롤모델 설정 자연스럽고 억양도 좋은 고향 친구
한국어에 대한 불안감과 목
표 상실 생각이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아

기대와 다른 데서 온 실망 
극복하기 한국의 제일 좋은 학교니까

3)

계단처럼 거쳐가는 단계 대학원 경험이 더 많은 기회를

다양한 진로 고려하기 한국어 교사가 될 수 있을까

한국어의 적절한 활용 한국어 쓰는 일 아니고 쓰면 좋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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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은 현재 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일을 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다. 
고향에서 학교에 다닐 때 처음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
면 좋을지에 한 목표가 생겼다. 고향에서 한국 회사에 취업해 3년 정도 
일하면서 회사 사람들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칠 기회를 얻게 됐고, 그때 한국
어를 가르치는 “맛”을 보게 된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됐다. 학원은 고향에서도 경험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생활과 

학원 생활에 둘 다 적응하느라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하지만 학원을 다
니며 한국어를 활용할 다양한 기회를 얻게 되었고, 졸업을 한 후에도 계속 
한국에 남아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있다. 수안의 경험에 한 내러티브
는 다음과 같다.

수안은 직업이 교사인 친척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어
린 시절부터 선생님이 되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 하지만 오히려 그 
말에 반감이 생겨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았다. 부모님과 처음으로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관계가 틀어지고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활발했던 성격까지 바뀌게 되
는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 때 본가에 가지 않게 된 
자신을 방학 내내 같이 공부하며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선생님 
덕분에 수안은 선생님의 꿈에 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좋은 선생님이 된다는 게 한 사람
의 인생을 바꿀 수 있구나. 사실 내가 전에는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았어. 왜냐



- 48 -

하면 우리 집안에서 이모, 삼촌… 선생님 되게 많아. 선생님 되게 많은데, 엄마
가 계속 ‘너 나중에 선생님 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항적으로 그런 심리 있잖
아. 그래서 되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일 겪고 나니까 되고 싶다. 되고 싶지만 
어떤 선생님이 돼야 하는지 모르는 거야.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는 거,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 수안과의 인터뷰 대화, 2018. 4. 30.

자신이 남들보다 “잘하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과연 선생님
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수안은 학 입학 후 3학년 때 처음 한국어를 
접하면서 달라졌다. 수안은 도서관에서 학 입학 전에는 읽을 수 없었던 
무협소설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무협소설을 다 읽고 나니 심심해졌
다. 그때 고등학교 때 친구가 준 한국어 주머니책44)이 눈에 들어왔고, 그 
책을 시작으로 학교 도서관의 한 책장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들을 
전부 읽었다. 점차 한국어 실력이 쌓이자 한국 드라마의 자막 속 오류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한국인 배우가 말하는 실제 한국어를 알아내겠다
는 자세로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게 됐다.

“처음 배우게 된 동기는 사실은 그냥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그 드라마에서 나오
는 번역이 ○국어 자막이 있잖아. 우리 나라 말 자막이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 
아닌 거 같아서 그래서 아! 한국어 모르면 이 자막이 정말로 정확하게 번역했는
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 대사 이상해. 이거 아닌 거 같애. 그래서 내가 
직접 공부해서 알아내야겠다 생각해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나중에 배울수록 (웃
음) 좋아하게 되고 또는 잘하게 되니까 더 좋아하게 됐어.”

- 수안과의 인터뷰 대화, 2017. 5. 7.

수안은 학교 첫 영어 수업에서 충격을 받았다. 수안도 고등학교까지만 
44) 수안에 의하면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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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반에서 영어 시험은 항상 1등만 했었기 때문에 영어를 “나름 잘했다”
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은 “말하는 거”에 상당히 뛰어났다. 
교수님은 영어로 질문을 하셨고 원래부터 영어 말하기를 잘하는 친구들만 

답을 했다. 수안은 영어 수업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경
험들이 너무 싫었다. 비즈니스 전공이다보니 친구들이 영어를 상 적으로 
잘하는 편이긴 했지만, 영어를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던 자신인데 시골 출
신이다보니 다른 도시 출신 친구들에 비해 특히 발음과 말하기가 능숙하지 
못해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수안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질문을 해. 영어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다 
우리 말하기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야.”

지윤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
수안 “가만히 있었지. (웃음) 맨 뒷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거 너무 

싫었어.”
- 수안과의 인터뷰 대화, 2018. 7. 20.

하지만 한국어를 할 때만큼은 수안도 우수학생이었다. 시험 성적이야 영
어나 한국어나 좋은 편이었지만 한국어 수업 때만큼은 발음이 좋아서 교수
님께 칭찬을 받거나 표로 지문을 읽는 일이 많아져서 자신감이 생겼다. 
어느 날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에서 한국어로 시험을 봤는데, 친구들이 
다들 수안에게 소곤소곤 답을 물어봤고, 자신이 알려준 답을 다같이 참고해
서 같은 반 친구들 모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재미있는 에피소
드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한국어 교실에서 수안은 수업의 중심이었고, 
친구들의 인정을 받았으며 자신이 우수한 학생임을 느낄 수 있었다.

“맞아. 그때부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고. 잘할 수 있으니까 성취감 보여주고. 나 
이렇게 성취감 느끼면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처럼. 계속 잘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약간 달라진 거는 이런 부분인 거 같아. 그래서 더 열심히.”

- 수안과의 인터뷰 대화, 201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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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은 사실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을 해야 할
지 잘 모르고 있었다. 친구들은 부분 전공을 살려서 은행에 갔지만 수안
은 번거롭고 힘든 은행 일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런
데 학교 3학년 때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부터 한국 기업을 가야겠다는 생
각이 들었다. 국제비즈니스라는 전공을 살려서 일을 구하고 싶지만 영어 말
하기를 친구들보다 못한다고 생각해서 고민했었는데, 한국어로 말할 때만큼
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어 배우기 전에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뭘 해야 할지 사실 잘 몰라. 근데 한
국어 배우고 나서, 대학교 3학년부터 배웠는데 그때부터 한국 기업을 가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정말로 그때 한국어 배우기 전에 내가 뭐 나중에 어
떻게 해야지 사실 잘 모르는 상태였어. 한국어 배우고 나서 ‘아, 나는 한국 기업
에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지.”

- 수안과의 인터뷰 대화, 2017. 5. 7.

또는 졸업 후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국어 전
공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한국 기업에 들어가서 한국어를 잘하게 
된 후에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워 한국어 선
생님이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안은 졸업 후 실제로 고향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한국인과 전화 회의 등의 업무를 하
면서 한국어로 말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자연스레 한국어 말하기 
실력도 늘게 되었고, 토픽 6급마저 독학으로 합격하게 되었다. 이때 수안이 
한국어 시험을 본 것은 인센티브45)를 받기 위한 도구적 동기도 포함된 것
이었지만, 본사 주최 한국어 말하기 회에서 수상을 한 뒤 인사팀에서 회
사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줄 생각이 없느냐고 제안했을 때는 하고 싶

45) 수안이 다녔던 한국 기업에는 한국어 관련 시험의 자격증을 받으면 수당을 추가로 지
급하는 정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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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생각이 들어 적극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46).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보았던 그 기회를 통해 한국어를 가르치는 진정한 “맛”을 
느끼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한국 기업에 들어간 후에 한국어를 더 잘하고 한국어 가르치는 기회가 생겼어. 그
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웃으면서 재미있다는 말투로) 그 맛을 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웃음) 되게 재밌고 신나고 하니까 이거는 나한테 정말 적성에 맞는 일
인가보다. 4개월 한국어 가르친 다음에 회사 그만두고 여기 와서 공부하게 됐어.”

- 수안과의 인터뷰 대화, 2017. 5. 7.

수안은 학원에서 첫학기에 들은 수업에서 한 박사과정 선배가 한국어
로 유창하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발표 자료를 
“읽는” 발표가 아니라 머릿속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말하는” 발표였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국가 출신 사람이었지만 “한국인인가?”
라고 오해할 정도였다. 그때부터 졸업 때까지 그 선배처럼 발표하겠다는 목
표가 생겼다. 한국어 이상 자아를 특정한 롤모델로 설정한 것이다.

“한국말을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발표도 약간 자기가 발표하는 내용이 숙지되어 
있고 약간 되게 유연하게, 되게 유연하게 발표할 수 있는 거 같애. 내 롤모델이
야. ‘4학기까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었어.”

- 수안과의 인터뷰 대화, 2017. 5. 7.

46) 수안이 다녔던 한국 기업에서는 한국인과 이메일을 주고 받거나 회의를 하는 일이 자
주 있었기 때문에 수안이 한국어를 가르치기 전부터 이미 한국어 수업과 교사들이 있
어왔다. 한국어 수업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원들이나 상
사로부터 한국어를 배워 오라는 강한 권유를 받은 사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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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로 자신이 정한 목표를 따라잡기 위해서 한국인을 위해 나온 KBS 
아나운서 발음 연습 단행본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녹음 파일을 수시로 들으
며 따라 읽고 말하는 연습을 했다. 같은 국가 출신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 
중에서도 발표를 특히 잘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말할 때 휴지를 적당하게 두는 것이라 생각해서 자신도 그렇게 하
기 위해 거듭거듭 연습했다.

“처음에는 동영상 뉴스를 보고 아나운서 하는 거 따라했었어. 따라했고 그때는 
휴지를 잘 둘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음… 약간 나도 나중에 
PPT 만들었잖아. 발표했을 때 PPT를 만들고, 내가 말하고 내용을 몇 번 여러 
번 읽고, 더 익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외울 수 없지만, 더 빠르게 더 자연스
럽게 말할 수 있게끔 여러 번 연습하는 거지.”

- 수안과의 인터뷰 대화, 2017. 5. 7.

수안은 학원 입학 직후에는 이처럼 열의에 불타서 자신이 세운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차 학원 밖에서도 한국말을 많이 하게 될 기회
가 생기면서 기 했던 자신의 모습과 실제로 한국말을 할 때 자신의 모습
이 다르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됐다.

수안은 한국에 온 뒤로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다. 수안은 한국에 와
서 한국어를 말할 기회가 오히려 줄었다고 생각한다. 학원에서 논문을 읽
는 양은 늘었지만 말하는 양은 많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학원 안에서는 
미리 연습한 발표를 할 때 교수님들에게 한국어를 ‘한국인처럼’ 빠르게 말
한다는 칭찬도 들었고 같은 전공의 한국인 친구들과도 친 했기 때문에 다
들 한국말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다.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더 사용할 기회를 얻기 위해 교회를 다
녔지만 교회에서 한국말을 할 때는 사람들과 친 감이나 말하는 주제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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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 할 때와 다르고 낯선 어휘도 더 많이 사용해서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다. 특히 교회 친구가 한국어를 배운 지 3개월밖에 안 된 외국인 
친구를 만났는데 자신과 한국어 실력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했을 때는 “내가 
한국말을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도 했다. 

지윤 “수안이 생각하기에 한국어 수준은 어느 정도인 거 같아?”
수안 “[수준이] 있는 거 같은데 약간 읽기 능력이 말하기보다 잘하는 거 같아.”
지윤 “아, 그 차이가 너무 커?”
수안 “응, 그런 거 같애. 약간 가끔씩 내가 ‘내 말하기 능력은 왜 이렇게 못해.’ 

이런 생각도 있어.”
지윤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수안 “어. 약간 말투랑 발음이 좋아진 거 같았어. 근데 어휘 같은 거는 옛날보다 

못한 거 같아. 약간 일상생활 쪽의 대화 업무상 업무 처리할 때 더 많이 
쓰니까 그때 더 많이 쓰고 지금은 거의 다 논문 쓸 때 쓰는 언어이고 일상
대화할 때 가끔씩 ‘왜 말을 못하지?’ 그리고 교회 다닐 때도 친구들이 하
나 주제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그거를 모르니까 그래서 
내 한국어 능력 그렇게 되게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약간 지난번에 이
런 말도 들어봤는데 내 한국인 친구 한 명이 항상 자주 같이 다니는데 친
구가 한동안 캐나다에 갔었고 거기서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 사람이 많았
어. 그 친구가 몇 개월 배웠는데 내 한국인 친구가 그 친구의 한국어 수준 
나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나는 되게 진짜? 몇 개월만 배웠는데? 내 한국어 
이 수준밖에 없나?”

지윤 “그 일본인 친구는 몇 개월 배웠는데 잘한다 이거야?”
수안 “그런 거 같아. 사실 내가 그(=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아마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한국어 수준은 저평가 받는 거지.”
지윤 “근데 과에선 다르지?”
수안 “과에서 달라. 사실 교회에서 다들 이야기를 하는 얘기하는 주제하고 학과

에서 얘기하는 주제 달라. 맞아 그리고 약간 사이도 과에서는 지윤, 선
아47) 사이가 더 가까우니까 아무 말도 하는 거지. 근데 교회에서는 다르

47) 선아(가명)는 한국인 석사 과정 학원생으로 본 연구에도 동료 연구자로서 내용 검
토에 참여하였다. 수안과 세부 전공이 같기 때문에 학원 생활을 하면서 수안과 리
나의 경험을 많이 공유한 편이고, 수안에게는 ●국어를 배울 만큼 매우 긴 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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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 다 언니들이고.”
- 수안과의 인터뷰 대화, 2017. 5. 7.

그래서 한국어로 말할 때는 진짜 친한 사이가 아니면 말수가 적어졌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서라기보다는 그냥 “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기도 했다. 머리를 쓰는 데 부담이 느껴져서 머리를 좀 쉬게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학교 학부 영어 수업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났고 자신이 기 했던 한국어 회화 실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부담감이 들 때마다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수안은 학원 생활을 하면서 학원에 오기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
던 어려움을 만나게 됐다. 한 가지는 바로 영어였다. 학원 수업에서는 영
어 자료를 읽고 정리해서 한국어로 발표해야 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영
어 지문을 이해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영어를 모국어로 번역한 후 또 한국
어로 바꿔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것, 한국어에서 적절한 용어를 찾기 위
해 논문과 단행본을 찾아야 하는 것도 어려워서 평소보다 2~3배로 시간이 
많이 들었다. 

“사실은 영어를 이해하는 게 힘들었어. 더 한국 사람처럼 쓰는 거는 조금 약하
고. 영어 원서 주제 관한 것들 한국어 많이 찾고 한국 단행본 같은 거 많이 찾
고 논문도 찾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면서 번역하는 거야. 영어만 보고 전문
용어를 모르잖아. 그래서 다른 논문 참고해야지. 한국어로 된 거. 그리고 한국어
로 된 다른 사람 이미 번역해 놓은 거 이해해야 영어를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먼저 한국어로 번역된 거 읽고 다음에 영어를 보고 그래야 번역할 수 있지.”

- 수안과의 인터뷰 대화, 2017. 5. 7.

이다. 내러티브를 함께 검토하며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외국인 학원생과 달리 한국어교육전공을 전공하는 ‘한국인’ 학
원생으로서의 관점 및 경험의 차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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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이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실습의 부족이었다. 학원
에 오기 전에는 많이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했던 실습 수업은 한 학
기만 해볼 수 있었고, 학원 수업은 이론 위주로 진행되는 것 같았다. 
학원 오기 전에는 졸업하면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사가 될 수 
있으리란 기 가 있었는데 실제로 다수의 학습자들을 만나서 수업해볼 기
회가 없었고, 실습도 소수의 학습자를 상으로 하는 일회성 수업이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친구와 함께 스스로 직접 실습을 해보자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부족한 한국어 수업 경험을 쌓기 위한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수안
은 평소에 한국어 수업이나 학습자, 교재 등에 한 아이디어를 혼자 생각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같이 자주 식사를 하는 고향 친구48)와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도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친구와 아
이디어를 나누다가 같이 시간을 정해서 직접 한번 해보자는 결정을 했다.

“시작하기가… 아이디어 되게 간단한데 시작하기에는 좀 두려울 수가 있어. 왜냐
면 이런 거는 학생 어떻게 구하는지 고민도 해야 되고 혼자하면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 ‘지금 논문 써야 되는데’. 둘이 같이 하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우
리 이 시간에 이거를 하자’ 할 수밖에 없잖아.”

- 수안과의 인터뷰 대화, 2018. 7. 20.

친구와 함께 시작한 전화 한국어 교실은 원래 기 했던 수업 경험을 쌓
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학습자와 교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학
습 과정을 함께 할 수도 있었다. 하루에 20~30분 정도 진행하는 수업이라
48) 이 고향 친구는 2절에 나올 리나이다. 수안과 리나는 같은 고향 출신인 데다가 기숙

사에서도 룸메이트로 지낸 적이 있기 때문에 학원 생활 내내 매우 가까운 사이였
다. 리나의 이야기에서도 수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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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존에 있는 교재를 활용하기도 어렵고, 한류에 한 학습자들의 관심도 
충족시키기 위해 교재도 직접 만들었다. 수안은 그렇게 한 학생, 한 학생,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설정한 이상 자아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
었다.

수안은 학원을 졸업한 이후에도 자신이 상상하는 한국어를 말하는 모
습에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스스로 기회를 찾아서 공부하고 있다. 한국어 
회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안이 만든 전화 한국어의 방식으로 나와 한국
어 회화를 매일 공부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과 
면접 등을 할 때면 평소 자신이 생각하던 한국어 실제 자아가 본래의 실력
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수안 “가끔씩 어떤 [번역 일과 관련된] 면접하러 갔을 때 어떤 교수님 앞에서 말
을 진짜 잘 못하거든. 그거 내 실력이 아닌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 실력
을 더 낮게 평가하면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일을 맡기지 않는 상황이 있어. 
알바, 통역, 면접하러 갔을 때 말을 못하면, 왜냐면 내가 번역 자격증 없잖
아. 이럴 때 없으면 말을 더 잘해야 믿음을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럴 
때 더 잘하게 할 수 있게끔.”

지윤 “‘내 실력이 아니잖아.’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는 거야? 지
금 내가 내 실력보다 말을 못한다. 이렇게?”

수안 “말을 계속 떠듬떠듬하게.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
는 거야. 아까 무슨 말을 했지? 나는 왜 그런 단어들을 왜 생각 못하지? 
이런 때가 있어 그거 정말로 내 실력이 아니잖아. 내가 한국의 대학원에서 
졸업도 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 수안과의 인터뷰 대화, 201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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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니 면접관에게 저평가를 받게 되고 신뢰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
길 수 있기 때문에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졸업 후 아직까지도 
수안은 집에 도착하면 한국 뉴스를 틀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신의 한
국어 말하기 실력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안은 한국에 온 후로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느낀다. 그래서 요
즘은 한국어를 배울 때 효과가 있었던 말하기와 발음 위주의 공부 방식으
로 영어도 혼자서 공부하고 있다. 예전에 영어를 할 때는 “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기를 포기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어를 말할 
때처럼 상 방이 이해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게 
됐다. 한국어 자아의 도움으로 영어 자아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안 “근데 요즘 점점 영어도 내가 옛날 한국어 배운 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음 
외국 친구를, 서양쪽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은 나한테 말 걸면 긴장하지 
않아. 그냥 말 대답하고 내가 틀려도 그냥 그 사람이 이해하면 됐다. 생각
하게 됐어.”

지윤 “예전 영어 배웠을 때는 좀 막 만나면”
수안 “어 내가 이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아! 안 하는 게 낫다.”
     (같이 크게 웃음)
지윤 “안 하는 게 낫다? (웃음)”
수안 “이제는 한국어 덕분에 약간 이런 마음에 약간 내 (쓰읍) 내 자존감을 찾았

다는 거지. 내가 이거 못하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라도 있으
니까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다. 나 그 사람들도 영어 쪽 사람들도 
영어만 할 수 있잖아. 나는 한국어도 잘하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자존감이 생긴 거 같아.”

- 수안과의 인터뷰 대화, 2018. 4. 30.

한국어 자아의 형성은 수안으로 하여금 다른 외국어도 도전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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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존감을 만들어줬다49). 영어 학습에서 충분한 말하기 실력을 키우지 
못한 것이 실패의 경험이 되어 한국어 학습에서는 특히 더 말하기, 발음과 
억양 등에 신경을 써서 공부하게 됐고 노력한 결과 실제로도 한국어 말하
기 실력이 크게 증진됐다. 자신이 유학 오기 전 설정했던 한국어 이상 자아
에 가까워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잠시 놓아두었던 영어에 다시 도
전하려 한다. 한국어로 찾은 자존감과, 한국어 학습에서 터득한 방법을 통
해 성취한 결과다.

수안은 졸업 후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했었다. 처음
으로 자신의 교실에서 수업을 해 보는 경험을 하고, 실제로 한국어 학습자
들과도 만나면서 교사로서 학습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들의 최종적
인 목표를 알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학생이 상담을 요청할 때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한 학생에게 한국어 이상 자아에 다가
가기 위한 나름의 방법을 소개하면서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한국어 학습에 

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학습자로서 고민한 
적이 있던 수안이 이제는 교사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모습이었다.

“근데 나 지금 학생한테 수업 외에도 이런 걸 가르쳐. 평소 한 학생이 가끔씩 고
민 상담 많이 해. 나한테 요즘 되게 심란하다, 심란하다고 되게 고민이 많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 그래서 나는 내 경험을 알려주고 약간 외국에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 약간 학생이 자기가 접하는 사람을 낮은 레벨의 사람들
이라고 [생각해]. 한국에 왔는데도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또는 약간 
자꾸 같은 사람들끼리만 다녀 보니까 여긴 재미없다고 해. 발전이 없다고 해. 지
금은 언어적인 요소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언어를 

49) 자아는 여러 속성이 하나의 전체 자아로 조직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자아의 성공 또
는 실패는 다른 자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기고 높게 
평가하는 능력이 성공하였을 때는 성공한 능력과 거리가 있는 다른 능력들에 한 자
기평가까지도 높아지게 된다(Purkey, 1970; 안범희 역, 1985: 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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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야 돼. 그래야 니가 원하는 높은 레벨 사람 만날 수 있지. 예를 들어 니가 
한국어를 잘하면, 통번역 할 수 있으면, 회사의 대표도 만날 수 있고 ○국의 유
명한 기업 출장 온 사람 만날 수 있고. 문제는 한국어 안 되는 거지. 지금 일단 
해야 되는 거 뭐지? 한국어 잘해야 되는 거지.”

- 수안과의 인터뷰 대화, 2018. 7. 20.

수안은 아직도 되고 싶은 모습이 많다.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학생들의 
질문에 더 구체적으로 답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한국어 교사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또 한국인이라면 원어민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수업에서 더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도 한국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에 수업 때는 평소 쓰는 표현을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나의 말에 
수안은 괜찮다고 답했다. 내가 그 이유를 묻자 “한국사람이니까” 괜찮다
고 했고, 다시 그럼 수안은 왜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묻자 다음과 같
이 답했다.

수안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쓰는지 다 
알고 있잖아. 정확하게. 근데 나는 내가 접하는 한국 사람 그렇게 많은 것
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한국사람 대표할 수가 없어.”

지윤 “그래서 더 정확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수안 “맞아맞아. 그리고 내가 학생이 질문하는 거는 거의 다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대답할 수 있으면… 지금 그런 목표 가지고 있어.”
지윤 “아! 고민하지 않고 대답해주는 거?”
수안 “맞아. 내가 더 전문적인 교사가 되고 싶어.”

- 수안과의 인터뷰 대화, 2018. 7. 20.

이처럼 수안은 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이상 자아를 향해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했고 졸업 이후에도 전문가로서 한국어 선생님의 모습을 꿈
꾸며 자신의 이상 자아를 계속해서 수정하고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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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는 현재 막 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일을 하며 계속해서 한국어 
실력을 쌓고 있다. ○국에서 자신이 목표로 하던 외국어 학교에 입학해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나서 한국어의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게 됐다. 
학부에서 한국어 공부를 끝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됐다. 학원에 입학한 직후에는 열정적으로 공부하다
가 3학기 이후에는 잠시 새로운 목표를 정하지 못해 무기력한 시기도 보냈
다. 하지만 학원을 다니면서 스스로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졸업한 후에도 얼마 동안은 한국에 남아 한
국어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한국어 실력을 충분히 쌓을 예정이다. 리나의 
경험에 한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다.

리나는 외국어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4가지 외국어 중 하나를 선택
해야 했다. 학에서 주최한 외국어 소개회에 갔는데 가장 “듣기 좋고 느낌
이 좋아서” 한국어를 선택하고 한국어학과에 들어가게 되었다. 리나가 들어
간 한국어학과는 당시 개설된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학과장님과 선생
님들을 비롯해 학과 분위기가 매우 열정적이었다. 특히 한국어 말하기를 중
시했고 그 중에서도 발음을 매우 중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초급 수업에
서도 한국인 선생님이 강의를 했고, 한국어가 모어인 학과장님은 발음이 안 
좋으면 듣기에도 인상이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발음 연습을 매우 중
시했다. 또한 1학년 수업 때 들은 한국어 수업의 한국인 선생님은 수업이 
시작하기 전 발음 교정이 필요한 학생을 일 일로 불러 함께 연습하도록 
했는데 리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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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담당하는 선생님은 ○국인 두 명? 아 ○국인 1명인가? 거의 다 한국인 선
생님이 수업을 담당하셨어요. 선생님은 발음을 강조를 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남
자 선생님 한 분 계셨어요. 그 선생님은 수업하기 전에 발음이 잘 안 되는 학생
을 불러갖고 발음 연습을 하라고 그래요. 자기 앞에서. 다른 학생들 아직 다른 
일하고 있는데. 얘기하고 있는데 면대면 발음 연습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평소에는 잘 들을 수 있잖아요. 수업에서. 선생님 수업에서 선생
님 잘 알고 있으니까. 수업에서 학생의 발화를 듣고 이 학생이 어떤 발음에서 
주의를 해야겠다 그런 거까지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하시고.”

- 리나와의 인터뷰 대화, 2018. 5. 3.50)

리나는 그 수업을 통해서 자신의 발음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1
학기가 끝나자마자 여름 방학 동안 한국 드라마 8편을 연속적으로 봤다. 한
국 드라마 8편을 하루 종일 보고 또 보면서 리나는 스스로도 억양이 많이 
좋아졌다고 느꼈다. 그리고 리나는 선생님의 개별적인 지도를 통해 발음이 
좋아졌던 이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히려 그런 지적을 받지 
못한 몇몇 친구들은 나중에 갈수록 발음이 안 좋아지는 걸 보았기 때문이
다. 그렇기 때문에 리나에게 선생님의 피드백은 자신의 한국어를 되돌아보
고 더욱 개선할 수 있게 해주는 동기가 됐다.

“내 학교에서 어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시험 되게 잘 치거든요. 
그 중에서 몇 명이 공부 되게 잘하는데 갈수록 자기 발음에 주의를 안 했기 때
문에 발음이 안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는 계속 잘하는데 발음이 좀 어색한. 
그게 왜냐면 저는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아서 그래서 발음에 집중을, 초점을 많
이 맞춘 거 같은데 [그 친구들은] 선생님들의 비평을 적게 받은 거 같아요”

- 리나와의 인터뷰 대화, 2018. 5. 3.

50)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 학원생 6명은 모두 연구 전부터 나와 학원 생활을 오랫동
안 같이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서로 반말을 사용한다. 하지만 인터뷰 초기
에는 참여자가 공식적인 발화라고 생각하거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존댓말을 사용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고 이때는 나도 존댓말을 사용하기도 했다. 논문에는 참여자
의 발화를 있는 그 로 나타내기 위해 수정하지 않고 싣다 보니 반말과 존댓말이 동
시에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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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갓 들어갔을 때 리나는 사실 전공 공부보다 동아리 활동에 집
중했다. 1학년 때는 졸업 후 목표나 취업에 한 생각이 아직 뚜렷이 없기
도 했고, “고등학교까지 계속 열심히 하다가” 학교에 입학해 “드디어 해방
이 됐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에 집중하는 동안에도 한
국어 학습과 관련하여 학과 차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에는 계속해서 
참여했다. 각 학년마다 선배들이 자신이 한국어를 공부했던 팁을 소개하는 
소개회와 일 일로 공부법에 해 알려 주는 멘토링에 참여했고, 해마다 학
생들이 책임을 지고 진행하는 한국문화제에서 열리는 말하기 회, 노래 
회, 영화 사 따라하기51) 중 노래 회에 참여했다. 특히 학년마다 모든 
학생들이 성취해야 하는 한국어 학습의 목표가 제시되었는데, 그 목표에 따
라 리나도 2학년 때는 TOPIK 4급을 받고, 3학년 때는 한국의 한 학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교환학생을 하는 동안에는 TOPIK 6급을 받았다. 하지
만 리나가 처음부터 한국어 학습에 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스스로 부
여한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계속 진짜 언니만 얘기하는 건데 스물 다섯 명만 있는데 나 거의 스무 
명? 스무 명 그 정도의 성적이었어. [수업을] 듣기는 들었는데 수업 끝난 후에
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4급 통과하지 못하면 교환학생 
할 수 없대. 선생님께서―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다 갔어―그렇게 말씀하셔서 
스트레스를 받았어.”

- 리나와의 인터뷰 대화, 2018. 5. 3.

리나도 처음에는 학과에서 제시한 각 단계에 따라서 교환학생에 가기 위
한 도구적 동기로서 한국어능력시험 공부를 시작했다. 아직은 자신이 미래
에 한국어를 사용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이상 자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

51) 리나에 의하면 5분 이내의 영화 영상을 틀어놓고 학생들이 사를 따라하는 것을 의
미한다.



- 63 -

지만 학과에서 학생들에게 학년마다 구체적인 한국어의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리나도 이에 따라 한국어 실력을 늘려 나갈 수 있었다. 

학과 내 선후배 관계도 리나의 한국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됐다. 선배들이 
한국어 학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언해 주는 소개회와 일 일 멘토 제도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조언과 교환학생을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한국의 각 학교의 분위기와 장단점 등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 한국어 학습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지윤 “혹시 드라마를 8개 볼 때 목표가 있었어? 아니면 그냥 재밌다-”
리나 “처음에는 그냥 재밌다. 그리고 그때 선배님들 중에서도 드라마를 이용해서 

발음 공부하는 선배님 있었는데, 처음 드라마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고 드
라마를 이용해서 발음을 했는데,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 다른 방법을 써
서 드라마를 본 거 같애.”

지윤 “보기만 했었는데?”
리나 “다른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 드라마를 이용해서 다른 연습을 했던 거 같

애. 그중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여자 선배님이 있었는데 지금 고려대에
서 석사 과정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같애. 드라마를 음성파일로 만들고 한 회, 한 회 드라마를 
음성파일로 전환한 다음에 핸드폰에 저장하고 버스 탈 때 매일 시간 있을 
때 그거를 계속 들었어.”

지윤 “다 mp3로 바꿔서?”
리나 “계속 똑같은 내용 계속 들었대요.”
지윤 “한 회를?”
리나 “아마 몇 번씩. 한 회, 한 회, 몇 번씩”
지윤 “들으면서 그냥 계속 이해하고”
리나 “아마 발음 연습. 따라서 얘기를 하는” 
지윤 “그래서 리나도 선배님 얘기를 듣고”
리나 “mp3로 전환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더 신경 더 많이 쓰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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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어떤 식으로?”
리나 “따라서”
지윤 “따라해야겠다”
리나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이용하지 않았고 그때 따라읽기 연습할 때는 뉴스를 

많이 이용했어요.”
- 리나와의 인터뷰 대화, 2018. 5. 3.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보기 시작한 한국 드라마도 리나가 소개회에서 만
난 선배의 공부법을 듣고 나서 뉴스를 듣고 발음과 억양을 따라하는 식으
로 더 체계적으로 보게 되었다. 선후배들이 모여 정보를 나누는 “나눔” 시
간에는 공부를 잘하는 선배 3~4명 정도가 모임에 참여했었는데, 리나도 나
중에는 조언하는 선배의 입장이 되어 한국어 학습의 팁을 후배들에게 알려
주었고, 지금은 이 경험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다. 

리나의 한국어 학습 경험 중에서 큰 전환점이 된 것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했던 경험이다. 교환학생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하면서 한국어
의 매력을 느꼈고, 공부할수록 잘할 수 있다는 자신만의 한국어 목표도 찾
았기 때문이다.

리나 “진짜 한국어 잘 구사하면 이런 매력이 있구나. 토픽 시험 때문에 그 공부
하는 동기를 찾았어.”

지윤 “토픽 시험이 재밌었던 거야? 시험 자체가?”
리나 “아니아니. 그냥 잘 구사한다는 거? 잘 구사한다는 그 자체가?”
지윤 “성적이 오르는 거?”
리나 “음… 잘하는 거?”
지윤 “아, 내가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 잘하게 돼서?”
리나 “그리고 (양손으로 큰 동그라미를 그리며) 이만큼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거 같애. 그런 목표 때문에 한국어에 매력을 느낀 거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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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목표가 생겨서?”
리나 “뭐라고 할까? 나 영어를 공부하는데 이만큼의 영어밖에 구사를 못해. 근데 

나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이만큼의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다!”
지윤 “(박수치며) 아! 상대적으로?”

- 리나와의 인터뷰 대화, 2018. 5. 3.

리나는 영어에 비해 한국어는 공부한 학습량에 비례해서 실력이 오르는 
것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매력을 한국어에서 
느꼈다. 외국어로 자신의 말을 능숙하게 마음 로 구사한다는 자체가 매력
적이었기 때문에 졸업 후 진로도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을 찾기로 목표를 
삼았다. 형식적으로 따랐던 외적인 한국어 목표가 드디어 자기 자신의 목표
가 되는 경험이었다. 

졸업 학년 때 한국어 통역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취업을 하려면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느낀 리나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
지로 한국의 학원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다. 학부 시절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한국 교환학생 중 영어 수업에서 영한통역
을 전공한 선생님을 만나 그분처럼 통역가가 되기 위해 통번역 학원을 
준비하며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같이 학원을 다니기도 했으나,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 한 관심도 많았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
으리라 기 하며 한국어교육과에 입학하게 됐다.

“[대학원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되게 좋았어. 원래는 석사를 하러 온 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온 거였어. 대학교 때 공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처음에. [대학교 
때도] 그 후에는 열심히 공부하긴 했지. 그래도 아쉬운 시간을 더 보완하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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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지고 온 거였어. 우리 학과는 공부하
는 스트레스가 많잖아. 그래도 괜찮았었어.”

- 리나와의 인터뷰 대화, 2018. 5. 3.

리나는 학교 때 한국어 공부에 한 아쉬움을 가지고 학원에 입학했
지만 새로운 분야인 교육에 해서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
로는 또 다른 아쉬움을 가지게 됐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면 자신이 한국
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신이 실제로 한국어를 다른 학습자에게 가르
칠 때 “모르는 게 많”고 “기초 지식이 아직 튼튼하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 
했다. 

리나 “전혀 새로운 분야라서 많이 공부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괜찮았어. 근
데 아쉬운 게 한국어 언어 자체에 대한 공부가 없었어. 문법책도 스스로 
봐야 되고 어려운 문법책이고 봐도 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고.”

지윤 “한국어를 사용은 하는데 그 자체를 배우지 않으니까?”
리나 “한국어교육은 한국어랑 교육 두 가지 다 배워야 하잖아. 우리학과는 교육

만 배우고 있어. 한국어는 약간? 아마 내가 못 들었나?”
(중략)

리나 “우리도 한국어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교육만 공부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 가르치나 그런 것도 있었어.”

- 리나와의 인터뷰 대화, 2018. 5. 3.

학원에 처음 올　때는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에 한 학습도 기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다른 학과에 있는 리나와 같은 
○국인 친구들에 비해서 상 적으로 학과 내에 한국인 학원생도 많고 수
업 때 발표나 토론을 하는 시간도 많았기 때문에 한국어로 말할 기회가 많
아서 도움이 되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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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어 학습에 해 열의가 있었던 리나도 언제부턴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새로운 목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학교 졸
업 학년 때 처음 아르바이트로 통역을 했던 경험과 학원 졸업 학기 때 
다시 통역을 했던 경험을 비교해보면, 그때보다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게 
되었고 상 방에게 의미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돼서 자신의 실력이 확
실히 좋아졌다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어 실력이 입학 초기에 비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국어 학습은 계속 멈추어 있다고 생각
했다.

리나 “너무 지금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계속 늘고 있지는 않아. 근데 
한 1년? 2년 전에 계속 이 수준이었어. 근데 새로운 목표가 없어. 한국어
를 공부하는 새로운 목표가 없어. 계속 계속 조금만 늘고 있지만 그런 큰 
목표가 없어 나도 지금 사실.”

지윤 “리나 생각에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 비슷한 거야?”
리나 “아니, 그건 당연히 아니지. 많이 는 거 같아.”
지윤 “많이 늘었지만”
리나 “50 퍼센트 정도? 늘었지만 계속 멈추고 있어. (…) 3학기까지? 2학기까

지는 되게 열정적이었는데 갑자기 왜 그렇지 언니?”
지윤 “새로운 게 뭔가 없는 거 같애. 새로운 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
리나 “그런 거 같애. 그리고 자기 한계를 느꼈지만 그걸 바꿀 동력이 없었던 거 

같애. 그 나도 한 3학기부터는 그렇게 된 거였어. 나 나만의 문제라고 생
각했어.”

- 리나와의 인터뷰 대화, 2018. 8. 9.

리나의 학원 생활은 거의 한국인에 가까운 한국어를 구사하겠다는 이
상 자아를 목표로 열정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실력의 향상과 비례하여 새로
운 이상 자아가 생기지는 않았다. 원래는 지금 수준이 아니라 “더 큰 수준
의 한국어를 구사해야 하는데”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기가 어려웠다. 이상 
자아가 학원 입학 때부터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장기적인 목표이고 상당
히 높은 기준에 있었기 때문에 이상 자아가 실제 자아와 불일치하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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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늘 느꼈다. 하지만 학원 경험을 하며서 불일치하는 제2언어 자아 간의 
간격을 조정할 동기, 즉 “동력”을 얻지 못했다52). 

리나는 평소에도 가까운 미래에 자신에게 주어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
해 최 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무슨 일이든 경
험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겨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학원을 다니면서 학업에 집중하면서도 여러 일을 했던 이유
는 유학을 오면서 부모님께 돈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고 선
언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한국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하고, 앞으로 올 기회
를 놓치지 않고 싶었던 이유도 컸다.

리나 “또 한국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하는 게 재미였어. 
다양한 직장 진짜 하고 싶어서 한 거였고 작가도 이번에 사실 내가 다른 
직장 오퍼(=제안)를 받았어. 근데 이것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한 거였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지윤 “다양한 걸 한번 경험해 보는… 근까 대학 안에 있는 생활이랑 회사 생활은 
또 다르니까?” 

리나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내가 갑자기 작가와 관련된 일을 할 기회가 생겼어. 
근데 나 전혀 이 경험이 없으면 그걸 할 수 없잖아. 근데 다양한 일을 해 
놓았으면 나중에 아무런 기회가 와도 내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

- 리나와의 인터뷰 대화, 2018. 8. 9.

리나는 졸업 논문을 쓰면서는 가급적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지 말라는 학
과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잠시 고민도 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최 한 
다양한 경험을 하겠다는 목표도 있었고 평소 생각하면 바로 실천하는 성격

52) 박철홍 외(2013: 169-170)에서는 동기가 없는 상태, 즉 무동기 상태가 학습자에게 
무기력을 야기하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 상태이며, 적극적인 노력으로 학습자의 무동
기 상태를 깨울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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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개인 시간에 한국어를 온라인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통역도 하고 한
국어 교재도 제작했다.

지윤 “☎☎한국어53)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쉽지 않잖아.”
리나 “(…) 나는 생각만 하면 하는 스타일이었어. 원래는 계속 하고 싶으면 해보

는 스타일이었어. 수안 언니도 되게 하고 싶었잖아. 그래서 밥 먹다가 계
속 얘기를 했어. ‘그럼 해보자’라고 해서 바로 시작했어.”

지윤 “교재 만드는 건 누구 생각이었어?”
리나 “처음에는 여기에서 구할 수 있는 교재랑 국내(=리나의 고향)에서 구할 수 

있는 교재 다를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국내 학생들 가르쳐야 하잖아? 그
럼 통일된 교재가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20분밖에 안 되
잖아. (…) [대학교 언어교육원의 교재와] 분량이 달라서 차라리 ‘그럼 우
리는 만들어’. [교재 만드느라] 너무 힘들었어. (웃음)”

- 리나와의 인터뷰 대화, 2018. 8. 9.

수안과 화를 하던 중 리나는 수안도 부족한 한국어 수업 경험을 쌓기 
위한 기회를 찾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한국어 수업과 관련하여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곧 한국어를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리나와 수안은 온라인 수업 시간에 맞추기 위해 분량을 
조정하여 새로 교재를 제작하기도 했고, 이 경험은 졸업 즈음 한국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서 사용할 토픽 교재를 제작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수안과 같이 한국어를 가르쳤던 경험과 통역 등 학과 밖에서의 아르바이
트 경험은 리나의 마음속 불씨를 지피는 역할을 했다. 학원을 다니는 내
내 꾸준히 다양한 경험을 찾아서 동기를 지속시켰다. 그뿐 아니라 그 경험
들을 통해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게 되어서 졸업 이후 더욱 발전시킬 방
법을 궁리하는 계기도 되었다. 

지윤 “리나랑 수안이랑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를 하잖아. 

53) 수안과 리나는 학원 석사 과정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신들만의 한국어교육 
브랜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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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해서. 목표가 뚜렷해지는 데 도움이 돼? 대화를 하면?”
리나 “수안 언니랑 대화를 하면? (잠시 생각한 뒤) 동기를 받았어. 나 혼자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의지가 강하면 
나도 강해지는 거지. 아마 언니도 비슷할 거야. 언니가 혼자 하면 또 하다
가 멈출 수 있지만 두 사람이 같이 하면은 멈출 수 없잖아. 같이 하는 일
인데.”

지윤 “아 멈출 수 없구나.”
리나 “‘내가 멈추면 그 사람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더 같

이 하게 되지.”
- 리나와의 인터뷰 대화, 2018. 8. 9.

이처럼 리나는 목표가 같은 친구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자신의 이상 자아에 조금씩 다가가려 노력했다.

졸업할 즈음 리나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 기관에서 한 달 가까이 토픽
을 공부하는 학습자들을 가르쳤다. 가르치는 학습자들이 다들 자신보다 훨
씬 어려서 귀엽다고 생각한 데다 학습자들이 열의를 가지고 수업을 열심히 
따라와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특히 리나의 수업 도중 학습자들이 
시험을 보는 방법을 깨달았다는 표정을 지을 때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시험을 봤던 경험을 살려서 학습자를 가르칠 때도 시험을 공부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지식을 풍부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지윤 “그럼 학생들 가르칠 때 뭐가 제일 한국어 선생님도 할 만하구나, 보람이 
있다, 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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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그들이 뭐에 대해서 알게 된 그런 표정 봤을 때. 와~ 되게 보람있다.”
지윤 “지금도 떠올릴 수 있어? 어떤 표정이야?”
리나 “어~! (깨달았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는 학생들의 표정을 따라한다)”
지윤 “아~ (웃음) 약간 눈을 크게 뜨고… [어떤 특정한] 말이 아니고?”
리나 “원래 단어를 잘 기억 못했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단어를 되게 쉽게 기억

할 수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
지윤 “그런 코멘트!”
리나 “(…) 학습자가 이렇게 가르쳐 줘서 잘 알게 됐다. 이런 거 얘기할 때”

- 리나와의 인터뷰 대화, 2018. 8. 9.

또한 가르치던 학생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신청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한
국어능력시험 4급을 모두 통과했을 때도 “너무 좋”았고 자신감을 얻었다. 
지금까지 상상했던 한국어 선생님으로서의 이상 자아를 성취하는 경험이었
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경험이었다.

리나는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들이 한국어 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
다고 평가한다. 특히 한국인과 함께 일하는 기회들이 자연스러운 한국어 능
력 신장에 영향을 주었고, 같이 일하던 한국인들이 리나도 “한국인처럼” 똑
같이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실력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더 잘해야 한다는 이상 자아를 가지게 됐다.

리나 “약간 한국인의 수준 자기한테(=나한테) 요구를 하는 거 같아. 예를 들어서 
(…) 이제 그냥 외국인이라서 이런 거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
국 사람처럼 너도 이런 거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요구를 받아서 ‘아! 
나도 한국인처럼 일할 수 있고 한국어로 똑같이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그
런 생각을 많이 한 거 같애.”

지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약간 요구가? 말은 안 했지만?”
리나 “강하게 요구한 거 아니라 자연스럽게 (…) 대표님께서 ‘너 자기가 외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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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국인처럼 PPT도 잘 만들어야 되고 자료 조사도 한
국인처럼 해야 된다.’ 그랬던 거 같애. 근데 많이 부족해서 많이 봐주셨어.”

지윤 “부담스럽지 않아? 만약 [나한테] 영어를 원어민처럼 해라 이러면…”
리나 “스트레스도 당연히 받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까지 요

구를 안 하셨어.” 
지윤 “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리나 “그래서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 쌓인 거 아

니었어.”
- 리나와의 인터뷰 대화, 2018. 8. 9.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로 설정된 당위 자아에 가까운 모습이었지
만,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외국인이라고 생각하
지 않고 한국인처럼 일할 수 있다’는 마음속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리나의 
이상 자아가 되어 학원 입학 초기부터 졸업 후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의 
발전을 추구하게 해준 동기가 되어 주었다. 

리나는 미래에 할머니가 되어서도 한국어 관련 직업을 하고 있을 것 같
은지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국어는 자신이 가진 여러 가
지 든든한 기초 능력들 중 하나가 되어 있을 거라고 했다. 그리고 졸업 이
후에도 한국에서 살 계획이 있는지에 해서는 아직 “한국 전문가로서” 부
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단기간 더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 전문가로서 아직 부족한 거 같아. (…) 지난 일을 했을 때 문화부에서 일
하신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 선배님 계속 하시는 말씀은 우리 나라와 한국의 전
문가 되어야 돼.”

- 리나와의 인터뷰 대화, 2018. 8. 9.

처음 학원에 오게 된 계기가 된 것도 한국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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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겠다는 이상 자아를 가지고 왔던 것처럼 리나는 지금도 한국어와 관련된 
특정한 직업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싶은 “자기 일”에 해서는 
아직도 고민 중이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하게 되든 상관 없이 한국어와 관련
된 일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 분야에 해서 쪼금 
아는 거 아니라 진짜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겠다는 이상 자아를 가지고 
있다. 

지윤 “리나는 하고 싶은 자기 일이 어떤 거야?”
리나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
지윤 “지금도?”
리나 “지금도.”
지윤 “예전에는 처음에는 통번역하는 거랑 외교관 그런 것도 관심 있었고 최근에

는 한국어 선생님도 관심 있는 거고 작가도 하고”
리나 “욕심이 많아.”
지윤 “[리나의] 목표가 특정 직업은 아닌 거 같아.”
리나 “응응. 그냥 어떤 나의 능력 있으면 돼. 그게 어떤 능력이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특징? 뭐라고 해야 될까?”
지윤 “장점? 강점?”
리나 “아마 강점? 실력? 실제적인 실력. 그냥 이 분야에 대해서 쪼금 아는 거 

아니라 진짜 잘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나면 돼.”
지윤 “그게 지금은 뭐야?”
리나 “지금 없는 거 같애. (웃음) 지금 만들어가는 거 같아.”

- 리나와의 인터뷰 대화, 201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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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은 학원을 졸업한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직
장을 다니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언어에 한 관심이 많고 외국어도 잘하
는 편이었기 때문에 평소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한국어를 
학부에서 전공했다. 학교 졸업 이후 △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통역 관
련 일을 했었지만, 최종 목표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고 한국의 학교와 

학 교육을 체험해 보고 싶어서 학원에 오게 됐다. 학원에 입학한 직
후에는 상상했던 한국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으나 첫 학기 수업
에서 연구방법론 교재와 교수님 및 다른 선배들의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
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학업에 계속 매진하기 힘들 
때는 “공부 말고 딴 데서” 자신감을 찾으며 기분을 전환했고, 결국 논문을 
다 쓰고 졸업한 현재는 나중에 자신이 한국어 교수가 되었을 때 학생들에
게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향과 미래를 상담해 주기 위해 한국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다. 린의 경험에 한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다.

린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어로 시나 문학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자연
스럽게 학교의 △국어 과목도 잘했다. 또한 언어 자체에 해 관심이 많았
기 때문에 모어인 △국어뿐만 아니라 중학교에 올라가서 가장 처음 배우게 
된 외국어인 영어도 아주 잘했다. 외국어 학습 환경이 좋지는 않았다고 회
상했지만, 오히려 도서관이나 텔레비전 교육 프로그램, 스마트폰 등의 도움
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 영어 선생님과 교과서에 집중해서 열심히 
배웠다. 영어를 좋아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면서 중학교 3년 내내 영어를 
가르쳐 주신 영어 선생님을 롤모델로 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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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공부 환경이 좋진 않아요. 교과서밖에 없고. 도서관이 큰 데도 없어요. 참
고할 수 있는 책은 한두 권? 없고 사전 같은 것도 아주 작은 사전 옛날 
사전. 티비를 봤을 때도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지윤 “스마트폰도 없고”
린　 “응 스마트폰도 없고 그때 핸드폰도 없었어요. 20년 전이라. 그래서 그때는 

영어 열심히 배웠어요. 꿈이 생겼어요. 왜냐 저희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 
영어 되게 잘해요. 학생들도 잘 챙겨주고 잘 가르쳐 주고 목소리도 이쁘고.”

지윤 “중1 때부터 계속 같은 분이셨어요?”
린　 “네”
지윤 “한 분이에요? 아 학교에 한 분 영어선생님”
린　 “네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롤모델이 되었어요.”

- 린과의 인터뷰 대화, 2018. 6. 6.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린은 부모님과 주변 어른들의 조언에 따라 자연계
열에 가게 되었는데, 자연계열 친구들은 문학과 영어 과목을 잘하지 못하는 
편이었지만 린만은 관심도 많고 잘했기 때문에 반 친구들에게 문학과 영어
를 가르쳐 주는 “ 장”이 됐다. 친구들을 “가르쳐 주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
하게 된 린은 그 경험을 통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다시 한번 재확
인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반에서는 또 영어랑 문학이랑 국어. 대장이 되고. (웃음) 
저쪽(=자연계열) 친구들이 문학이랑 영어 잘 못해요. 나만 조금 잘하고 있어서 
오히려 수업 다른 친구들한테 영어 가르쳐 주고. (…) 나는 자연 들어갔는데도 
워낙 영어랑 문학을 관심 많으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 원래 관심 없어. 수학과 
물리 화학만 잘해. 그래서 반 친구들에게 나는 그래서 영어를 가르쳐 주고 문학
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또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는 그때부터는 생겼나 봐요.”

- 린과의 인터뷰 대화, 2018. 6. 6.

따라서 린은 영어 전공으로 학교에 들어갈 때 이미 어느 정도 영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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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갖추게 됐다. 그리고 영어는 이 정도면 “스스로 공부하면 되겠”다는 
생각과 “다른 거도 시도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어떤 외국어
를 또 공부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린은 “듣고 따라할 수 있으면 잘 배울 수 
있다”는 자기만의 기준을 충족하고 평소에도 케이팝과 케이드라마를 통해 
문화적으로도 친숙했던 한국어로 전공을 바꾸게 되었다.

린　 “어떤 언어 좋을까? 그런 거는 있어요. 듣고 따라할 수 있으면 잘 배울 수 
있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중학교 때부터 △국에서 한국 드
라마 방영하게 됐어. 주몽도 열심히 봤고 대장금 허준도 방영하기 때문에 
티비를 통해서 볼 수 있어.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는 케이팝 △국 
방송도 국제음악방송 맨 첨에 팝송 많이 틀었는데 사람들이 점점 그때는 
한국과 △국은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국에 한국 노래 들어왔어요, 동방신
기 노래, 소녀시대… 아주 옛날 그 딱 20년 2005년? 2006년? 나는 동
방신기도 좋아하게 되었어.”

지윤 “팬이었구나.”
린　 “팬이 되었고,”
지윤 “고등학교 1학년 때?”
린　 “고등학교 때 드라마도 보고 음악도 들어 보고 ‘아 재밌겠다.’ 일본어도 들어

봤다. ‘따라하기 힘든 거 같아.’ 러시아어도. 다양한 언어를 들을 수 있는데 
한국어 들으면 따라할 수 있어. ‘왜 저렇게 읽어? 한복은 대장금 왜 저렇게 
입지? 시골 왜 저렇지?’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어.”

- 린과의 인터뷰 대화, 2018. 6. 6.

린은 다른 외국어와 달리 한국어는 자신이 들으면 따라할 수 있다고 생
각했다. 게다가 한국 아이돌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보다가 가끔씩 나오는 한
글을 유심히 보면서 “이렇게 쓰면 되구나. 글자도 어렵지 않다. 소리도 익
숙한 거 같고 쓰는 것도 어렵지 않은 거 같”다고 생각하며 잘 배울 수 있는 
언어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린은 1학년을 마치고 학교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고 들어가려면 점수도 높아야 했던 한국어과로 시험을 봐서 전과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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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어 학습은 영어와 다른 새로운 어려움이 있었다. 영어는 린의 
모어인 △국어와 어순이나 문법, 글자의 생김새 등이 비슷한 편이었지만 한
국어는 상 적으로 다른 편이라 글자를 기억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또 한국어를 배우면서 아예 처음 해 보는 발음도 있어서 “숟가락 젓가락을 
깨물고” 연습도 많이 했다. 게다가 다른 수업과 달리 한국어 말하기 수업은 
초급부터 한국인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알아듣기가 어렵고 말하기도 어려워
서 열정적인 선생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 지경이었다.

린　 “가장 힘들었던 게 △국 선생님한테 공부한 거는 괜찮았으나 1학년 때부터 
말하기 수업이 있어. 말하기 수업은 한국인 선생님이 있단 말이야. 한국인 
선생님이 가르쳐줘”

지윤 “초급인데?”
린　 “초급인데 들을 수 없어.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기역, 

니은만 배웠는데 선생님이 와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몇월 며칠이에요.’ 몰
라. 따라 쓸 수도 없고. 선생님도 수업 나가자마자 선생님 영어 못하시니
까 영어로 설명하는 거도 아예 안 하셔가지고”

지윤 “중간에 수업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린　 “너무 답답해서. 나간 적 한두 번?”
지윤 “가나다라만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린　 “응”
지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어려운 수업 하게 됐어요?”
린　 “어쩔 수 없이 한국인 만나 수업을 만들어 주는 거지. 난 모르겠어. 왜 그

러는지. 왜 그랬을까. 너무 어려웠는데 선생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못 알
아들어서 우리는.”

지윤 “그 한국인 선생님이 처음 만난 한국인 아니에요?”
린　 “직접적으로 처음 만난 한국인. 되게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못 

알아들어서,”
지윤 “번역하는 사람이 있거나 했으면 좋았을텐데.”
린　 “없어. 일부러 그런 거 같아. 자극을 좀 주려고. ”



- 78 -

지윤 “자극을 받았어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린　 “그거보다 선생님[께] 미안해. 빨리 말하기를 좀 배워야겠구나. 듣기도 열심

히 해야겠구나.”
- 린과의 인터뷰 대화, 2018. 6. 6.

한국인 선생님께 미안한 마음에서 린은 더 열심히 한국어 말하기와 듣기
에 힘썼다. 학교 3학년 때는 린의 소속이었던 한국어과 △국 학생들이 경
제학과에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인 학생들 여러 명에게 △국 관광을 안내해 
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린은 이전에도 삼촌이 아는 한국인 사장님이 삼
촌 회사에 방문할 때마다 1년에 다섯 번씩 온종일 곁에서 통역을 해 드린 
경험이 있었다. 린은 그때 더 불안했고 이해할 수 있을지, 통역을 할 수 있
을지 걱정하기는 했지만 한국인 사장님이 학생인 걸 배려해 주셔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교환학생
들과는 여서일곱 명이 동시에 “같이 떠들”어야 해서 알아듣기가 어렵고 한
국어로 말하는 게 부끄럽기도 했다. 

지윤 “교환학생 한국인 같이 △국 관광하고 이런 거예요?”
린　 “그때 또 한국어 말하는 거 부끄러웠어. 아우아우 어떻게 말하지”
지윤 “말하는 거?”
린　 “응 말하는 거.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고”

(중략)
린　 “공부하고 4학년이 되면 그래도 같이 많이 만나고 일이 어떤 건지 알게 돼. 

통역을 어렵진 않았고. 유학생 만날 때는 통역은 한 번에 한 명만. 유학생
은 여섯 명. 일곱 명. 그러면 목소리,”

지윤 “같이 막 떠드니까”
린　 “같이 떠들 때 못 알아듣겠어. 1대1로 알아들을 수 있어”
지윤 “다같이 말하는 건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 린과의 인터뷰 대화, 2018. 6. 6.

하지만 한국어 말하기의 불안감을 겪었던 경험은 오히려 린이 나중에 
학원을 선택할 때 큰 영향을 주었다. 이후 한국어 말하기 분야에 관심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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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고 같은 국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한 발음을 하고 
말하기를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잘 가르쳐줄 수 있는지 고민하
게 되었다. 

린은 교환학생들을 통해 한국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게 되었고, 
나중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든 통역이든 잘하려면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자는 결심이 더욱 강하게 생겼다. 게다
가 교환학생들을 만나보고 나서 한국의 학 교육은 “많이 다르”다는 이미
지를 갖게 되었다. 한국어과에서도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 문화와 지리, 역
사, 사회 등 한국의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린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점점 한국에 가고 싶어졌다.

린　 “유학생 온 거 보니까 한국 교육은 많이 다르구나. △국은 해외연수 없어
요. 대학생 자유롭게 공부 아니구요. 또 한 가지는 한국어 교재, 책이랑 교
재는 너무 예뻐요. △국 책 이렇게 되어 있진 않아.”

지윤 “색깔?”
린　 “색깔도 그렇고 종이도 그렇고 예쁘고. 한국에서 교육이 잘 되어 있구나~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면 어떨까. 그래서 언제부터 시
작할지 모르겠으나 한번 공부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4학년 때 되면 
아 회사에 들어가서 바로 일을 시작하고 돈을 벌 수 있지만 한번 공부 더 
공부하면 어떨까?”

(중략)
린　 “교재는 1학년 때부터 보게 되었고 한국어 배우게 되면 한국 문화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럼 점점 많이 알게 되었죠. 대학은 이렇고. 한국 문화 이렇고 
모든 것. 우리 과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지리, 
역사, 사회, 경제, 정치 그런 수업 있어. 그래서 거의 다 전반적으로 한국
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 도서관도 있고 원래 지원을 많이 받기 때
문에 책은 다양하고 많아 가장 큰 문제는 그때는 한국어 능력 좋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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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한국 책을 쉽게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냥 빌리고 구경하기도 하고”
지윤 “그냥 글씨도 구경하고 그림도 보고”
린　 “재밌는 거 많구나. 언어를 배우게 되면 그 나라를 가고 싶어져.”

- 린과의 인터뷰 대화, 2018. 6. 6.

린은 한국어를 아예 배우지 않았던 고등학생 때도 한국 가수의 뮤직비디
오에 나오던 한글을 눈여겨 관찰했던 것처럼, 학교에 갓 입학해 한국어를 
아직 읽을 수 없었던 때도 도서관에서 한국어책을 보면서 책 속의 글씨와 
그림 등 이미지들을 관찰했다. 린은 평소에도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에서 이미지를 비롯한 정보들을 찾아보는 편이다. 한국
의 학원에 오기로 결정한 후에도 학과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등을 살펴봤다. 요즘은 기타를 배울 예정인데 기타를 만져보기도 전
에 인터넷에서 기타 사진과 기타 종류, 기타 코드 등을 찾아보고 있다. 현
재 린의 집에는 다양한 풍경 사진과 함께 한국 지도가 붙어있다. “한국에 
있는 가고 싶은 곳”에 다 가보기 위해서 지도를 보며 목표를 상기시키는 것
이다. 린은 이미지를 통해 미래에 자신이 목표로 하는 이상 자아에 한 동
기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다. 

한국의 학 교육을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있는 학원에 
유학을 가기로 결정한 린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 추천하는 학
교에 지원하게 되었다. 학교 4학년 때는 모든 학생이 수업을 안 듣는 
신 인턴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6개월 동안 일하
면서 한국인 상사들과 △국인 부하직원들 사이를 통역해 주는 일을 주 6일 
근무로 매일 열심히 했다. 통역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던 린은 학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본격적으로 유학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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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치는 시점과 학원 입학 시점 사이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린은 
학원 입학이 다소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다고 회상했다.

지윤 “일을 하면서 대학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거는?”
린　 “아예 안 했어요. 시간도 없고 또 잘 모르니까 합격 공지 후 준비를 시작하

게 됐는데 그냥 우리 학교 사이트 들어가서 ‘아 이런 거구나’ ‘아 공부하면 
이러한 과목 있는 거구나’ 까지만! 까지만 보고, 준비하고 또 비자 신청하
고, 회사를 이렇게 그만하겠다고 정리도 하고”

- 린과의 인터뷰 대화, 2018. 6. 6.

한국에서의 학원 공부에 해 충분히 준비하진 못했기 때문에 갑작스
러운 느낌도 있었지만 린에게 한국에서 보내는 첫 생활은 설레는 시작이었
다. 학교에서 어려운 한국어 수업에 들어갔을 때도 “공부하면서 좌절한 
적 없었”다고 얘기하던 린은 학습 과정 자체를 “하나, 하나, 다 재미있”게 
즐길 줄 아는 학습자였다. 따라서 한국에 처음 유학을 왔을 때도 모든 것이 
재미있고 좋았다고 회상했다.

린　 “1학기는 그냥 경험이니까 나 다 재미있었어, 다 좋았어. 한국어 공부하는 
거 이거구나~ 학교도 이쁘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게 되고 고향 친구도 만나
게 되고 한강도 가보고 남산도 가보고 기숙사도 이런 거고 장도 가서 이불
도 사 보고 나 그런 거 다 재미있었어. 공부한 거도 아 교수님 말고 다른 
교수님 또 이런 거고. 아 이 수업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다 재밌었어.”

지윤 “장볼 때 한국어로 하는 거예요? 혼자서?”
린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처음에는 다 신기해. 바구니로 과일 파는 것부터. △

국에서 바구니로 팔지 않아. 그냥 1kg인지 2kg인지 그렇게 팔아요 △국
에서. 여기서 바구니 들고 와서 계산하는 거 그리고 또 현금으로 하면 깎
아달라고도 할 수 있고”

지윤 “깎아달라고도 했어요?”
린　 “어어어. 이거이거 사는데 이만큼 이만큼 주세요~ 그리고 다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예뻐해 줘요. 낙성대 시장에”
지윤 “외국인이 한국어를 잘한다 이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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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또 한국사람처럼 생겼다고 막 그러고 아주머니들이. 재밌었어요.”
지윤 “그건 뭐예요? 한국사람처럼 생겼다?”
린　 “얼굴은 외국사람처럼 생기지 않다고”
지윤 “아~ 그럼 칭찬하는 거예요?”
린　 “어어 한국사람 같다 한국말도 잘한다”
지윤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았겠다, 시장보고 오면.”
린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뭔가 낯선 느낌이 안 들었어요.”

- 린과의 인터뷰 대화, 2018. 6. 6.

교재와 텔레비전 화면, 머릿속에 있던 한국은 린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제로 다가왔고 린은 그런 한국과 한국어가 낯설지 않았다. 한국 사람들도 
린에게 친절하게 해 주었고 교재에서만 접했던 한국어를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물론 모든 것이 마냥 좋기만 했던 것은 아
니었다. 우선 고향에서 배운 한국과 한국어로는 학원 생활까지 적응하기
에는 부족했다.

“고향에서 배운 거 뭐냐면 어, 서울에 경복궁 있고 인사동 있고 이런 거 있다. 
한국어 문법 어떤 차이 있는지. 슥~ 그냥 언어만 배웠어요. 한국인들이 어떤 방
식으로 공부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고서 쓰고 어떠한 방식으로 발표하는 건지 몰
라요. 그냥 한국어 자체만 배우고 왔고 문화 적응도 생활 적응도 안 되는 상태
에서 공부 시작한 거니까. 모르는 거 더 모르게 된 거죠. 그때는 기분은 좋았어
요. 힘들지만 항상 오고 싶었던 거라. 한국에 온 게 행복했고. 봄이면 봄 나름 
벚꽃 보고 좋고. 그래서 힘든 거는 잘 견뎌낸 거 같아요.”

- 린과의 인터뷰 대화, 2018. 7. 27.

린은 항상 오고 싶었던 한국에 온 것 자체는 행복했지만 학원에 다니
는 한국인들이 공부하는 방식에 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적응하는 것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처음 학원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자신을 ‘샘, 선생님54)’이라고 부르는 호칭에 의해 형성된 ‘선생님’이라
54) 한국어교육전공이 포함된 사범 학 국어교육과에서는 전공 특성상 같은 학원생이라

고 하더라도 서로를 ‘샘’이나 ‘선생님’으로 부르는 문화가 있는데, 입학 초에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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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위 자아가 갑작스럽고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왔다. 

린　 “내가 봤을 때 우리과는 (…) 다 높임말 쓰고 선생님이라 부르고 쉽게 친해
질 수 없어요, 친구처럼. 딱 동료처럼 친해질 수 있는데 친구처럼 친해질 
수 없다는 느낌 많이 받았어.”

지윤 “1학년 때. 아마 처음에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다른 사람이? 어땠어요?”
린　 “나는 선생님 아닌데… 나는 학생인데… 나는 불편했어요. 나는 교수님만 선

생님이라 부르고 싶은데 다른 선생님도 나보고 선생님이라 불러서 부담 돼
요. 부담도 되고, 부담되면서 ‘아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구나’ 압박감도 생겼
어. (…) 어떻게 보니까 난 대학원 가서 학생인데,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
(=교수님)이 진짜 선생님이고… 그래서 그 분들이랑 같은 위치에서 있다는 
게… 나는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지윤 “그런 부담감이 생기고”
린　 “어렵겠지만 잘해야겠다”

- 린과의 인터뷰 대화, 2018. 6. 6.

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생님’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인해 린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어렵겠지만 잘해야겠다”고 동기를 부여받
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학원생은 어떤 자세로 공부해야 되는 건지도 많
이 고민하게 되었다.

학원에서 린에게 첫 번째 충격을 가져다 준 것은 논문연구 수업의 연
구방법론 책이었다. 린이 가장 처음 보게 된 그 책은 용어도 생소했고 읽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던 린의 감
정이 화를 하면서도 되살아났다.

린　 “와서 처음 듣게 된 거는 연구방법론. 연구방법론 갔는데 (울먹이는 듯한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신입생들도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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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로 장난스럽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 처음으로 본 책은…”
지윤 “그 흰색?”
린　 “응! 맞아맞아.”
지윤 “그걸(=흰색 표지의 연구방법론 책) 처음 봤구나, 대학원에서.”
린　 “응. 대학원에서 우리 논문연구 수업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또 처음으로 보

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았고… 책 보는 것도 시간 진짜 많이 걸렸어요. 나
는 책 한 2페이지 봤는데 30분 걸린 거예요! 새 단어 찾지도 않고, 보고 
또 보고, 무슨 말인지 또 보고… 30분 걸렸고… ‘(한숨 쉬며) 하아… 공부 
어떻게 하지?’”

- 린과의 인터뷰 대화, 2018. 6. 6.

게다가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는 선생님의 목소리 자체를 아예 알아듣기
도 힘들었다. 한국인과 같이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것도 처음이라 정서적인 
불안감도 함께 있었다. 특히 한국인 박사과정생과 교수님의 말은 더 알아듣
기 어려웠기 때문에 교실이라는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린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거리감을 느꼈다.

린　 “강의는 처음에는 선생님 목소리 아예 듣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수업에 
다른 사람이랑 한국인들이랑 같이 수업 앉아서 듣는 게 처음이에요. 불안
해요. 불안하고…” 

지윤 “어떤 게 불안한 거예요? 말해야 되는 토론?”
린　 “말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 발표할 때 내가 들을 때도 어려웠어

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특히 박사샘들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 
교수님도. 그래서 내가 느꼈던 게 교수님이랑 박사샘은 다른 세계에 있고 
나는 다른 세계에 있는 거구나. 느꼈어.”

- 린과의 인터뷰 대화, 2018. 6. 6.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한 막막함과 교재 및 강의에서 느
꼈던 한국어의 벽에 가로막혀 린은 약간의 후회를 하기도 했다. 학원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학원에 들어오지 않고 단
순하게 생각했던 과거의 자신에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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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다른 세계에 있구나. 그럼 혹시 처음에 왔을 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두 
쪽 읽는데 오래 걸렸다 이런? 그래서 새로운 목표 생겼던 게 있어요?”

린　 “나는 그래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대학원에 들어왔으면 좋았을텐데… 아주 
생각 단순했어요.”

- 린과의 인터뷰 대화, 2018. 6. 6.

충격과 함께 막막함과 거리감으로 시작된 학원 경험이었지만 린은 어
려움 속에서도 재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린은 자신이 공부하면서 좌절하
는 성격이 아니었다고 한다. 들어본 적이 없는 용어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알게 되고 점점 나아졌다. 차차 교수님이나 박사과
정 선생님의 “노력해도 이해하기 힘든 주제”는 충 이해해도 된다고 여기
고, 그 신에 자신과 직접 관련된 것을 더욱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
력하면서도 가끔씩은 “슬픈” 느낌도 받았다.

린　 “예를 들어 교수님이랑 박사 선생님이 졸업 논문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면 
나는 그냥 대충대충 이해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내가 노력해도 
이해하기 힘든 주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논문연구라든지 나와 직접 
관련된 그런 거 있으면 꼭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지윤 “그때는 좀 답답하고 그래? 불안하다던가?”
린　 “나는 불안한 느낌 잘 없고 답답한 건 있어요, 내가 너무 부족하나? 내가 

너무 못하나? 그런 생각 종종 들어요. 내가 이 공부랑 너무 안 맞는 건
가? 너무 어려운 건가?”

지윤 “좀 약간 슬픈?”
린　 “응응응 종종 슬픈 생각도 들어요. 논문 써야 되는데 쓰는 방식도 모르고 

그럴 때는 내가 그래서… 모르는 것도 아닌 건데… 논문연구 때 배웠는데 
왜 이렇게 못하나? 약간 그런 거지.”

- 린과의 인터뷰 대화, 201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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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에 계속 매진하기 힘들어질 때 린은 “공부 말고 딴 데서” 자신감을 
찾으며 기분 전환을 했다. 예를 들어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점점 실력
이 좋아지는 자신을 느끼면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린　 “탁구를 처음 배우면 또 점점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면 칭찬 받을 수 있잖아
요. 그런 보상을 대신 해요, 스스로에게.”

지윤 “일부러 탁구를 배운 거야? 그때 힘들 때?”
린　 “그냥 공부는 힘드니까 다른 것도 병행해서 해야겠구나, 운동도 해야 하지, 

또 정신도 (웃음)”
지윤 “탁구를 배울 때 약간 칭찬도 받고 자신감을 얻는”
린　 “맞아. 그래서 내가 조금이나마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단순한 거 만약에 

내가 논문을 쓰는 거 힘들잖아? 다른 논문 써? 안돼. 그리고 그런 힘을 
받아서 논문에 투자하는 거지.”

- 린과의 인터뷰 대화, 2018. 7. 27.

린은 현재 한국에서 기업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연구소에 다니고 
있다. 자신의 강점인 △국어와 전공인 한국어교육을 살려서 다양한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한국어 교재 개발도 담당하고 있다. 학원을 졸
업할 시기에 마침 현재 회사에서 △국인을 구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고 린
도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경험 삼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연락이 오기 전에도 △국에 돌아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전에 한국의 학 생활뿐만 아니라 한국의 회사 생활도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 미래에 자신이 지도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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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게 한국어 그 자체를 교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한국에서 직접 경
험한 것을 토 로 학생들의 미래와 방향을 지도 및 상담해 주고 싶었기 때
문이다.

지윤 “그러면은 대학원 졸업 때쯤에 [한국에서] 취업을 할 생각으로 있었어?”
린　 “원래 한국에 유학 온 것도 나중에 △국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

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공부만 하고 다른 △국에 가서 가르쳐 주면 아무
래도 언어밖에 못 가르쳐 준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학교 분위기라든지 학문적 분위기 경험했다면 이제 회사 생활에서 한국 사
람들이 일상 생활이랑 회사 내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한 
다음에…”

지윤 “그러면 혹시 린이 나중에 거기 교수님이 돼서 한국어를 가르치면 비즈니스 
한국어 이런 거 가르치겠네?”

린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이제 대학교에서는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문화 역
사 다 가르치잖아요. 중요한 건 학습자들이, △국 대학생들이 한국어를 배
우면 그런 의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알려주고 싶어요. 만약에 어떤 학생들
이 ‘한국에 유학 가고 싶다’ 그럼 내가 내 경험 이야기해 줄 수 있고 ‘한국
의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 그러면 그 학생의 성격이랑 원하는 일이랑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한국 회사 그럼 상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 린과의 인터뷰 대화, 2018. 7. 27.

린의 생각에는 나중에 자신의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면 언어만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린 자신도 학원
에 처음 왔을 때는 뚜렷한 목표나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가지고 오지 못해 
아쉬워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윤 “[지난번 인터뷰에서] 린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대학원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엄청 크게 웃으면서 말을 해줬거든. (웃음) 그래서 처음 대학원
에 왔을 때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거는 무슨 뜻이었어?”

린　 “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지. 정확한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지윤 “아, 교수님이 되겠단 꿈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공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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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공부는… ‘공부하겠다’, ‘이런 과목 있다’ 한건데 이 과목에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 이 과목 내용 어떤 건지 대학원이라는, 연구생이라는 그러한 어떤 
자센지 몰랐어요.”

지윤 “△국에서 대학원 간 건 아니니까”
린　 “응응 그런 거예요.”

- 린과의 인터뷰 대화, 2018. 7. 27.

린은 △국에서도 학습 계획에 해 배운 적은 없다고 회상했다. 그래서 
한국의 학원에서도 언어 자체보다 학습을 진행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선후배, 교수님들의 모습을 참고해서 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
로 린은 미래의 자신의 학생들에게 한국어 학습의 방향을 알려주고 싶어서 
한국에서 더욱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현재 회사에 다니며 비즈니스 목
적의 한국어 의사소통과 함께 한국의 회사 문화를 배우고 있다. 

린은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이 학 시절 한국어를 전
공하게 되면서 한국어 교수라는 진로로 바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
지도 여전히 △국에 돌아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 한국어과 시절의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
에 한국어 교수의 꿈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한국에서 회사에 다
니면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는 등의 일을 주로 하고 있지만, 틈틈이 시간
이 날 때마다 한국어 수업도 하고 있다. 린은 2차 인터뷰 화를 진행하던 
날에도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능력시험을 봐야 하는 △국 사람들을 위한 시
험 비 수업을 준비하느라 일정이 바빴다.

린은 이전 인터뷰 화에서도 자신이 최종 목표로 한국어 선생님을 선택
하게 된 이유로 “재미”와 “행복”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한국의 학원으
로 유학을 오게 된 계기에 한 질문의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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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은 통역하는 것도 나한테 재미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 그때는 하면 행복해요. 그래서 선생님
이 되면 학생들에 도움을 주니까 강연할 때마다 재미있고 행복해. 통역할 
때도 마찬가지야. 통역할 때도 이 사람은 △국어를 못하고 저 사람은 한국어
를 못하는데 내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되고 굉장히 행복해. 도움이 되니까.”

지윤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구나.”
린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 통역해도 나는 그래도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목표 생기고 할 수 있어. 또 선생님을 하려면 또 재미있어. 할 수 있어.”
지윤 “그때도 행복을 느끼고”
린　 “그래서 그때는 고민이 되었어. 일을 어떻게 해도 되면은 행복한 일을 선택

해야 되잖아.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근데 통역을 하면 회사 들어가게 되
면 나중에 또 선생님을 할 수 있으나 근데 나 최종 목표는 그거야. 최종 목
표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통역을 하는 것도 그냥 사회 경험을 쌓고 싶고. 
나는 워낙 새로운 거 다양한 거 하고 싶은 그런 쪽이라. 딱 한 곳만 집중해
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4학년 때 되어서 아 최종 목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공부해야겠구나.”

- 린과의 인터뷰 대화, 2018. 6. 6.
 

처음 학원에 오기로 결정했던 마음과 마찬가지로 “최종 목표는 선생님”
이라는 장기적인 이상 자아와 “재미있고 행복한 일”을 해야 한다는 목표는 
현재의 린에게도 꾸준히 한국어 수업을 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동기를 제공
하고 있다. 꾸준한 동기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강한 이상 자아가 항상 
린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린은 학교 3학년 때부터 이미 너무도 명
확한 이상 자아를 가지고 있었다.

지윤 “근데 린이 토픽 6급도 받고 장학금도 받았었는데 잘하는 사람 아니야?”
린　 “아니야. 운이 좋아서. 나는 늘 그런 거는 행운이라고 생각해. 노력은 나름

이고. 노력도 했지만 운도 많이 따른 거 같아요. 또 정말 신기한 게 나는 
정말 정말 교수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하게. 그래서 그렇게 되
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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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과의 인터뷰 대화, 2018. 7. 27.

린이 지금 여기 한국에 있는 이유는 한국에서도 다양하고 “많은 좋은 일
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물론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겠
다는 꿈은 여전하지만 한국에서 학원과 회사 생활을 경험하면서 가능성
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지윤 “처음에 들어올 때 한국어 교수가 되고 싶다는 꿈으로 들어왔잖아요, 대학원
에?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바뀌거나 구체적으로 되거나 그런 것도 있어?”

린　 “종종 바뀌었어요. 어 나는 내가 믿을 만한 어르신들이 말씀 듣게 되면”
지윤 “어르신? 가족들?”
린　 “가족 아니어도 교수님이든지 선생님이든지 그냥 성공적인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듣는 거죠. 교수 되는 것도 좋으나 내 성격과 맞게 또 다른 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사관 더 많은 사람 도와주는 거도 나쁘지 않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나는 또 생각에 ‘그렇네?’”

지윤 “그것도 괜찮아…”
린　 “괜찮다. 나 꼭 △국에 가야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니고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변한 거는 이제 가능성 조금 더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고, 가서 꼭 해야겠다면 지금 나 △국에 있는 거예요. 
나 꼭 갈 건데 정확히 시간 모르는 거지 꼭 가요.”

지윤 “그, 린 자신한테 딱 맞는 걸 찾을 때까지 한국에 있을 예정인 거예요?”
린　 “그런 거보다 제가 교수될 준비를 마치게 되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
지윤 “지금은 일단 회사 다니면서 경험 쌓다가?”
린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 더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공부보다 △국 기회가 있

으면 △국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 열려 있는 거.”
- 린과의 인터뷰 대화, 2018. 7. 27.

한국어를 배운 것과 한국에서 학원에 다녔던 경험은 린에게 새로운 가
능성과 새로운 것을 보는 눈을 주었다. 한국어 교수가 되겠다는 최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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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직도 변함이 없지만, 확실히 교수가 될 준비를 마치기 전까지는 한국
어를 통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과 자신감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린은 지금 △국이 아닌 여기, 한국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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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루는 현재 학원을 수료한 후 한국에서 다양한 일도 하고 논문도 쓰
면서 졸업을 준비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다중 언어 환경에서 태어났고 
언어 교사이신 어머니와 할아버지 덕분에 언어 습득에 두각을 나타냈다. 
학교 2학년 때 우연히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는 한국어교육원을 알게 
되어 한국어 학습을 처음 시작했고, 이후에 점점 한국어를 잘하게 되고 좋
아하게 되면서 □국에서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에 있는 학교에 

사관 추천 교내 장학생으로 왔었다. □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수
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생각에 한국어교육으로 학원
을 오게 되었고, 학원에서는 학교 수업뿐 아니라 한국어 교육 봉사 동아
리, 한국 문화 체험 탐방단,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상호문화교육을 이해시키
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외부 활동에 참여했다. 파루는 졸업을 한 후에도 다
양한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인정할 만큼의 한국어 실력을 갖출 때까지 한
국에 살 예정이다. 파루의 경험에 한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다.

파루는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중 언어 
환경에서 자랐다. 할아버지는 독일어 선생님, 어머니는 □국어 선생님이셔
서 어렸을 때부터 언어에 한 관심이 남달랐고, 이웃들 중에서도 러시아어
를 쓰는 가족들이 많았다. 그렇다 보니 아파트 놀이터에서 또래 친구들과 
놀면서 몇 년 동안 자연스럽게 러시아어도 습득할 수 있었다. 러시아어가 
모어와 “발음도, 글자도, 순서도” 달라서 파루가 말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러
시아어가 모어인 친구들이 비웃거나 놀리기도 했지만, 그렇게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절  안 틀렸”다고 회상했다. 게다가 어린 파루를 예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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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이웃집 누나와 러시아어로 의사소통하겠다는 “작은 동기”가 생겨서 이
후에는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러시아어가 유창해졌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부터는 부모님이 선택해 주신 외국어가 2가지 더 
추가돼서 영어와 아랍어까지 동시에 배우게 됐다. 아랍어는 중학교에 가면
서 계속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잊어버렸지만, 모어와 러시아어, 영
어를 꾸준히 사용한 결과 학교에 가서도 강의마다 담당 교수님이 사용하
는 언어에 따라 3가지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바꿔 사용했다. 그리고 마침내 
제2외국어를 선택해야 하는 학교 2학년 때 우연히 한국어교육원을 알게 
되어 학교와 교육원에서 동시에 한국어를 배우게 됐다. 

“어렸을 때부터 원래 언어 배우는 거 좋아해서 특히 어디 공짜나 조금 혜택이 있
거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 있으면 항상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아는 누나가 가고 있는데, 원래 한국어 배울 생각도 없었는데 
‘어디 가냐’고 했더니 이제 그 ‘한국어 배우러 간다’고 그래서 궁금해지고 질문이 
길어졌어요. 이게 ‘어디서 배워요?’, ‘한 달에 얼마 내고 배워요?’ 이렇게 다 무
료로 진짜 좋은 곳에 책도 주고 가르쳐 준다고 해서 조금 관심 생겼는데, 바로 
이제 신청 기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신청 기간에 갔더니 (…) 다음 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그 학기는 못 했고 근데 게다가 다음 학기까지 기다리고 계
속 궁금하잖아. 한국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한국어 배우면 
어떨까 궁금함이 생겨가지고. 그랬더니 다음 학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리고 마침 
그 학기부터 우리 학교 2학년 때부터 제2외국어 선택해야 되는데 리스트에 한
국어도 있었어. 그래서 ‘아! 저쪽(=한국어교육원)도 다니고 학교에서도 다니면 
조금 더 빨리 배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7. 5. 9.

파루는 한국에 해서는 드라마를 통해 알고 있었고 부모님 친구 중 자
주 한국을 오가는 고려인 가족이 있어서 한국어에 해서도 잘 알고 있었
다. 알고는 있었지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우연한 기회로 한국어를 배우게 된 것이다. 평소에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
는 환경에 살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에 거부감도 없었기에 쉽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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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에 도전할 수 있었다.

파루가 처음 한국어를 배우던 한국어교육원 입문반에는 한 주 동안 배운 
내용들을 한국인 원어민 교사와 함께 읽고 따라하는 발음 연습 시간이 있
었는데, 그때 교사의 말을 통역해 주기 위해 고급반에서 학생이 한 명 왔었
다. 통역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순간이었다. 짧은 순간 파루는 “꼭! 그 사람 
수준까지 올려야겠다”는 이상 자아를 설정했다. 그 사람이 목표가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되기 위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준을 정
한” 것이었다55).

“나도 언젠간 그 수준 되겠지? 나는 약간 목적을 이제 세웠다. 꼭! 그 사람 수준 
되겠다. 짧은 순간에. 근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수준까지 올려
야겠다. 그 정도 해야 나중에 더 빨리 배울 수 있겠다. (…) 나는 언어 배우는 
다른 사람들은 나의 경쟁자로 봐. (…) 밖에서 놀 때는 친구, 언어 배울 때 그 
배경에선 경쟁자. 진짜 친군데, 나쁜 뜻으로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언어 경
쟁자’. 근데 좋은 친군데.”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7. 5. 9.

이상 자아를 정하고 1년 만에 파루는 기준을 달성했다고 판단했다. 어느
새 친구가 된 고급반의 바로 그 학생과 어울려 다니며 한국인들과 화를 
하다가 어느 날 수준이 비슷해졌다는 것을 느꼈고, 언제부턴가 그 학생보다 
자신이 더 앞서간다는 걸 느꼈다. 그 이후로도 파루는 항상 자기보다 약간 
높은 단계의 학습자를 “경쟁자”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상 자아를 설정하
55) 파루는 중간 연구 텍스트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급반 학생이 한국어 학습의 목

표였는지 묻는 나의 말을 여러 차례 바로잡아 주었다. 파루에게 그 학생은 “목표”라는 
말이 주는 최종적인 느낌이 아니라 달려가는 과정 중에 넘어서야 하는 기준점의 느낌
에 가까우며, 닮고 싶은 “롤모델”이나 “이상형”이 아닌 “경쟁자”라고 했다. 또한 누군
가를 롤모델로 삼는 것은 그 사람을 자신의 “한계”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누
군가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강조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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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취하고, 다시 설정하기를 반복하면서 한국어를 습득했다.

“나는 다 인정 안 해. 나보다 잘해도 인정 안 해. 왜냐면 나는 무슨 개념이냐면 
내가 인정하면 내가 지고 내가 발전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잘한다고 인정 안 하고 ‘나는 왜 못하지? 나도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 같
은데?’, ‘에이,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할 수 있다’ 나 이런 식으로 생
각해. 나는 나보다 훨씬 잘한다고 ‘우와~’ 당황하거나 이렇게 부러워하는 거 아
니라 ‘에이 뭐야~ 나도 조금 노력하면 저 정도 할 수 있겠다.’ 이거는 못 할 일
이 아니라 나도 노력 안 하는 뿐이지 노력하면 나도 그 정도 되겠다.”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7. 5. 9.

항상 자기보다 약간 높은 단계의 학습자를 “경쟁자”라고 생각하면서 자신
의 이상 자아를 설정하고, 성취하고, 다시 설정하기를 반복했던 파루는 
학교 졸업 즈음, 또 다른 목표였던 한국어 말하기 회에서 여러 번의 참가 
끝에 결국 “어마어마한 박수”를 받으며 우승을 했다. 

“국제 말하기 대회 러시아에서 있었어. (…) 나 우리나라 대표로 모스크바 갔어. 
근데 □국에서 대표가 나밖에 없었어. 응원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 너무 서운했
어. 나는 대표로 갔는데 나를 위해 박수치는 사람 아무도 없다. (…) 하는데 생
각보다 좋았어. 왜 그러냐면 발표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박수칠 때 내가 
보고 있었잖아. 내가 발표 끝났는데 어마어마한 박수 나온 거야. 그래서 기분 좋
았어. 얼마나 자랑스럽고… 박수가 뭔가 신호인 거 같았어. (…) 무조건 상 안에 
들어갈 거 같다. 나 무조건 3등 안에 들어갔다. 원래 말하기는 재미있게 말하고 
인정 받으면 되잖아. 다른 참가자에 비해 나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대본도 안 
보고, 강의하는 것처럼! 인정 받았어 이미. 그리고 1등 하고 나서도 다른 국가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생들도 와서 ‘잘해~’, ‘부럽다!’”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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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루는 그 회 이후 말하기 실력을 어느 정도 인정 받았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한국어 분야에서 세계에서 온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한국어를 “최

한 프로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새로운 이상 자아를 설정하면서56) 장학금
을 받고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러 한국의 학원에 유학을 오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만 잘해야 된다 하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졌어. 욕심. 
(…) 왜냐면 나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경쟁했잖아. 아니구나, 나는 세계 모
든 사람들이랑 한국어 분야에서 경쟁해야 된다.”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6. 15.

파루는 학원에 오기 전 학부생 때, 사관 추천 장학생으로 한국에서 
학교를 2년 동안 다닌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이 

“괜찮고” “살기 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 학원도 계속 한국에서 다녔으
면 좋겠다”, “한국에 다시 와야겠다”는 “꿈”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어를 점점 
잘하게 되면서 남들보다 한국어를 “고급스럽게”, “특별하게” 잘하고 싶다는 
새로운 이상 자아가 생겼다. 그러려면 한국어 자체에 해서 더 전문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구로서의 언어”가 아닌 “목적으로서의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 한국어교육전공을 선택하게 됐다.

“[한국어교육전공을] 선택한 목적은 언어를 목적으로 보는 거. 이거의 차이. 도구
로서의 언어 아니면 목적으로의 언어. 그래서 이게 뭐 경제학과 물론 정치학과도 
갈 수 있었는데 정치랑 경제를 배우는데 언어가 도구 되잖아. 그러면 언어를 배
우는 게 아니라 그 전공을 배우는데 나 이제 언어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한국어학과 들어가면 여기는 언어가 목적되고 언어를 배우잖아. 또 한국어를 빨리 

56) 성취동기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스스로 재설정하면서 성취의 
가능성 높이는 경향이 있다(문양호 외, 2017: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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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울 수 있고, 맨날 한국어 하니까. 언어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알고 싶어서.”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7. 5. 9.

“나는 한국어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더 깊이 좀 배우고 싶
었어. 그래서 한국어교육과를 들어왔어.”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7. 31.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알고 싶다는 기 는 학원 수업을 통해서 “언어학
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충족되었다. 또 새로운 분
야인 교육의 기본적인 이론들을 배우게 된 점에서 파루는 학원이 자신에
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회상했다.

한편, 관심이 많았던 교육 관련 이론들을 배우며 갈증이 해결된 부분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파루는 서로 경쟁적으로 교수님께 질문하기 
바빴던 학부 때와 달리 “눈에 띄기 싫”거나 “무서워서” 질문을 잘 하지 않
는 학원 수업에서 낯선 느낌을 받았다. 질문을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애
를 썼던 학부 수업과는 달랐지만, 파루는 여전히 교육 내용을 유일하게 알
고 있는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파루 “교수님만 듣고 있다가 ‘질문 있어?’하면 다들 지루해 가지고 빨리 가려고 
하는 마음이고 (…) 아니면 무서워서? 아니면 눈에 띄기 싫어서? 질문을 
안 하고 그냥 ‘질문 있어?’ 이렇게 하면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하고 그냥 
가고……. 아니면은 중간 중간에 중요한 내용인데 궁금해도 손을 안 들고 
질문을 안 하고 교수님만 계~속 말하니까. 근데 가끔씩 어떤 교수님들은 
중간중간에 멈추고 질문 추가 받지만 대부분은 그렇진 않고……. 그래서 난 
수업 때는 좀 그렇고…….”

지윤 “대학교 때랑 방식이 달랐지?” 
파루 “우리는 그랬었어. 우리는 계속 교수님한테 막 질문을 해. 손들고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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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왜 그랬
을까요?’”

지윤 “아, 진짜?”
파루 “주제를 공부해 와서 막 질문해. 한 명 질문하잖아? 그럼 다른 학생이 ‘아

이구, 얘 질문했어. 나도 해야겠다.’”
지윤 “아! 경쟁하는구나”
파루 “또 질문, 질문, 질문. 항상 수업 때마다 뭐냐면 이제 우리는 출석, 농담으

로 우리 나라 말로 출석체크라고 하거든? 뭐냐면 진짜 출석체크 아니라 교
수님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잘 듣고 있고 일부러 자기가 보여주는데 
선생님한테 보너스 점수, 선생님 눈에 띄려고 일부러 질문 만들기 힘든 과
정에서도 꼭 수업 끝나기 전까지는 꼭 질문 해야 돼. 해서 한 번이라도 해
야 돼. 해서 막 손 드는 거야.”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7. 31.

학원에 온 후 파루는 경쟁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을 뿐
만 아니라 언어 학습에서도 경쟁이 사라졌다. 파루는 언어를 일찍 습득한 
덕에 특별 시험을 보고 영재 학교에 입학하게 된 후로부터 특히 언어 학습
에서 회나 시험 등 경쟁을 통해 목표를 이뤄왔다. 게다가 파루가 다니던 
학교는 학급 전체가 동시에 한 학년을 월반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
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뒤처져서는 안 되는, 즉 경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
조였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항상 경쟁자를 설정하며 
경쟁자보다 “내가 잘해야 된다 무조건”이라는 생각으로 달려왔지만 파루의 
생각에 학원에는 경쟁자가 없었다. 일단 같은 국적의 사람들이 아니었
고57), 유학생끼리는 한국어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으며, 수준이 높은 박
사과정의 유학생들은 자신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57) 같은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자가 아니라는 생각은 학원에 오기 전 세계인들과 
경쟁해야 한다고 했던 파루의 결심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중간 연구 텍스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논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쟁의 초점이 학원 입학 전에
는 한국어 실력에 있었지만 학원 입학 후에는 한국어 관련 분야에서의 일자리 차지
나 특정 국가를 표하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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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루는 학원에서 말할 때처럼 쉽게 생각 로 써지지 않는 발표문을 작
성하거나 고급이라고 불리지만 못 하는 게 아직 많다고 생각될 때 한국어 
자아의 불일치를 느꼈다. 듣고 말하는 것은 한국인만큼 자신이 있고 걱정도 
없었지만 학원에서 과제나 발표문을 작성할 때는 어려움을 겪었다. 모어
로는 다양한 장르의 글도 곧잘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해서 글을 다
듬어 주기도 했었는데, 유독 한국어로 쓸 때는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부자
연스러운지” 스스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모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말
할 때와 쓸 때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다.

“말하기 대회 준비할 때 대본을 써 와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써와야 돼. 
근데 선생님을 만나. 그리고 선생님한테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나 주제는 이 주
젠데.’ 내가 대충 5분 말해야 되잖아? 5분 내용을 선생님한테 말해줘. 이렇게 
이렇게 그 대본을 말로 해줘. 해주고 이따가 선생님이 ‘어, 그래. 잘했다. 근데 
나한테 원하는 거 뭔데?’ ‘선생님, 이거 써야 돼요.’ ‘아니 그거 말하는 대로 그
대로 써오면 되는데. 그거 그대로 써오면 돼.’ 근데 ‘아니, 선생님. 그거 안 된다
니까요.’ ‘아니 지금 엄청 말을 잘했는데 그대로 써오라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
면 이따가 집에 가거나 어디 바로 가서 쓰면 안 나와. 구조를 계속 바꾸거나 아
까 진짜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 그대로 가면 좋은데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내가 
선생님한테 떨어지고 가서 쓰기만 시작하면은 까먹는 거 아닌데 오래 생각하게 
되고 ‘이거 맞는가?’ 계속 이러다가 안 돼, 잘.”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7. 31.
 

또한 파루는 평소에 고급 수준 학습자라고 불리지만 한국어로 아직도 못
하는 게 많다고 생각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 

파루 “내가 이제 고급 수준까지 올라가 봤는데 고급이라고 불리지만 내가 불만
족. 왜 그러냐면 고급이라고 이게 하는데 고급이라면 무슨 뜻이냐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나는 못 하는 게 아직 엄청 많다고 생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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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때도. (…) 만약에 말하기 의사소통 상황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주도
를 하면 나는 잘해. 왜?”

지윤 “너가 아는 걸 얘기하니까? 계속?”
파루 “그래서 내가 주도하고 내가 매니지(=관리)하잖아. (…) 내가 아는 어휘들

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 내가 아는 것만 하니까 다른 사
람 볼 때 ‘오 잘한다, 잘한다,’ 근데 내가 어휘 다 알 수 없잖아.”

지윤 “모든 주제 아는 거 아니니까”
파루 “그래서 갑자기 내가 모르는 분야의 주제 나오거나 그런 [한국인] 전문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약한지 느끼게 돼.”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6. 15.

파루는 학원에 입학 때부터 수료한 이후까지도 고향 사람들을 도우러 
자주 통역을 다니곤 했다. 한국에서 살면서 병원이나 관공서 등에 갈 때 한
국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고향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연락이 올 
때마다 자주 도와주던 것이 입소문이 나서 이제는 일상다반사가 됐다. 고향 
사람들을 자주 도운 것에는 자신이 한국에 있는 □국 사람들 중에 가장 한
국어를 잘한다는 자부심도 한몫했다. 

또한 파루는 항상 언어를 함께 배우는 친구들을 경쟁자라고 생각했지만, 
학원에 와서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을 만난 이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는 같은 국가 출신 사람들을 “경쟁자”로 여겨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한국어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자리”를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적은 다른 나
라 사람들은 경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파루 “왜냐면 그거 뭐냐면 물론 내가 □국인인데 중국인이 나랑 경쟁자 될 수 있겠
어? 없지. 왜 중국인이 □국 가서 일하거나 □국이랑 관련된 일을 안 하잖아.”

지윤 “아, 일이 중요하구나 여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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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루 “일이나”
지윤 “한국어로 할 수 있는 일”
파루 “일이나 여기 한국 사회에서 그 단체의 대표성. 뭐냐면 □국인들이 많은데 

□국 단체를 누가 대표해? 그러면 □국인 중에서 인기 많거나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 누구? 그리고 한국어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 이렇게 하면은 
중국인 이 사람이랑 □국 이 사람 안 하잖아. 물어보기도 □국 중에서 누
가 제일 잘해? 중국인들 중에서 누가 잘해? 서로 경쟁 안 시키잖아.”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7. 5. 9.

같은 국가 출신들이 항상 최종적으로는 경쟁자라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는 한국어를 잘하는 □국인으로서 □국을 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
신이라는 생각에 □국인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었다. 

파루가 이처럼 학원 밖에서 최 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는 다른 이
유도 있다. 파루는 자신이 처음 한국어를 배우던 한국어교육원에서 만나 
“언어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고급반의 친구를 최근 한국에서 다시 만날 기
회가 있었는데 한국어 수준이 다시 “비슷비슷해지고” 있다고 느꼈다. 각각 
잘하는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파루가 잘 아는 분야에서는 파루의 한국
어 말하기 수준이 낫다고 생각하다가도 파루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는 그 
친구의 한국어 말하기 수준이 낫다고 생각되었다. 최 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을 알아야 □국인을 표할 만한 한국어 실력
자가 될 수 있다는 자기 스스로의 지론 때문에 문화나 역사와 관련된 통역
이든, 의학이나 부검(剖檢)과 관련된 통역이든 가리지 않았다. 법원, 병원, 
경찰서, 공장을 막론하고 어디든 찾아가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든 시
도해 봄으로써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지윤 “그러면 [파루와 그 고향 친구] 각각의 분야가 생겼네? 전문 분야가? 파루
는 무슨 분야를 잘하고 그 사람은 무슨 분야를 잘하고…”

파루 “그래서 어떤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분야 어휘랑 지식이 늘어나거든.”
지윤 “아~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는 거야?”
파루 “그치. 그래서 통번역도 내가 지금 거의 모든 분야를, 뉴스도 알아듣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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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뭐냐면 내가 ‘통번역 좀 해줄래? 의학이야.’ 이렇게 [부탁을 받는다
고] 하면은 나 무서워하지 않아. ‘갑시다.’ 내가 몰라 그 단어를. 몰라도 만
약에 안 해 봤으면 그런 단어 있는지도 몰랐을텐데 내가 몰라도 물어보고 
사전을 쓰고 통역하잖아. (…) 내가 안 부딪혀 보면은 몰라. 근데 책에서만 
공부하면 모잘라. 그런 단어들 상황들을 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활동 많이 하니까. 그리고 활동으로 어떤 단어 알게 되면 오래 기억나.”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10. 16.

파루는 자신의 국가를 표할 만큼 한국말에 가장 통달한 사람이 되겠다
는 이상 자아와 자기 스스로도 “100% 오케이”할 만큼의 실력을 갖는 것을 
새 기준으로 설정하고 한국에서 최 한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원어민과 같은 높은 수준을 기 한 것은 아니었다. 

파루 “한국인이 한국인이니까. 근데 나는 목적이 한국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인이랑 편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어느 정도 의사소통하면 어
느 정도 언어를 배우면 한국인이랑 얘기하는 데 문제가 없다. (…) 나 한국
인 될 수 없어.”

지윤 “그치 [한국인으로] 태어난 거 아닌데. 근데 그 말이 맞네. 한국인이 되려는 
게 아니고 한국인이랑 말을 하려는 거잖아.”

파루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없이. (…) 물론 한국인한테 인정받고 싶지만, 한국인
한테는 ‘오, 너도 한국인이다’라고 인정이 아니라 ‘너도 한국어 잘한다’야. 
이런 인정 받고 싶은 거지. 어차피 ‘너도 한국인이다’라고 할 수 없어. 생
각해보면 논리적으로 나 한국인 아닌데.”

지윤 “지금도 그래? 사람들이 ‘한국인만큼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때? [한
국어 관련] 목표가 이제 없어?”

파루 “목표 있지, 이보다 더 잘하는 거. 이제는 목표가 그거야. 한국인 수준이랑 
비슷하게 하는 거. 이제.”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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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루는 어차피 자신이 한국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6살 때 이웃집 러
시아 누나와 화하기 위해서 러시아어를 배웠던 것처럼 한국어도 처음에
는 한국 사람들과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
다. 학원 안팎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한국인만큼 잘한다”
는 평가를 자주 듣는 편이고 한국어로 “문제 없이 의사소통”이 된다고 생각
하지만 스스로는 아직 만족하지 않는다. 이제는 한국인과 “비슷”한 정도까
지의 높은 수준을 새로운 한국어 목표로 삼게 되었다.

“잘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스톱하면(=멈추면) 안 되고 아직은 원어민 수준인가 
(손을 높이 들어 표시하면서) 이렇게 진짜 잘하는 수준까지 점프[해야 돼]. (…) 
내가 말하는데 이게 문제 없이 의사소통 되지만은 쓰는 표현이나 가끔씩 쓰는 
거는 조금 외국인 티 난다. 근데 그럴 수밖에.”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7. 5. 9.

“외국인 티”가 날 때도 있고, 한국어 수준이 완벽해질 수는 없겠지만, 파
루는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스스로에게 “100% 오케이”라는 인정을 받을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으리라 기 하고 있다.

“지금도 거의 어려움 없는데, 왜냐면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
어볼 수 있잖아.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어느 정도 자신감을 또 갖고,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안 물어보고 100% 오케이. 이렇게 써 버
릴 정도[로 하고 싶어].”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7. 31.

파루에게 교육은 매우 가깝고 자유로운 것이다. 한국에 오기 전 고향에 
있는 세종학당에서 3학기 동안 한국어 선생님을 한 적이 있었고, 한국에서 
잠깐 장학생으로 학교에 다녔을 때도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고 있던 고향 
사람들의 부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2급을 가르친 적이 있었다. 시험 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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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신 신청을 해주고, 멀리서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
해 당일 차와 기사님을 구해서 인솔까지 한 결과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합격을 해서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었다. 가끔씩 한국어가 
서툰 친구들을 만날 때도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말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
을 알려주고, 연습하게 하고, 실수를 고쳐주고, 팁을 알려주곤 한다.

파루가 항상 가지고 있던 교육에 한 관심과 실천은 열흘 정도 갔던 해
외 봉사활동에서도 빛을 발했다. 한국인들과 함께 떠난 봉사활동에서 파루
는 낮에는 집을 짓고 밤에는 다른 봉사단 팀원들이 자러 가는 시간에 숙소 
현지 직원들에게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쳤다. 현지에서 만난 아이들과 청년
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학교 교육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교육 
평등에 한 문제 의식이 생기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었다.

“[나중에] NGO 같은 데 들어가서 [전세계] 교육 평등 수준 올릴려고. 왜냐면 
보니까 한국인 학생들과 같이 해비타트 집짓기 봉사활동 갔었거든. (…) 나는 〓
국에 가서 우울증에 빠져 가지고 울었어, 그때 보고. 〓국에 갔었는데 어떤 섬에 
갔어. 다들 예쁜 애들이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애들한테 접근할 때 물어보는 질
문이 ‘학교 잘 다녀왔어?’, ‘학교 재밌어?’ 하잖아. 근데 나는 〓국에서 그거 몰
랐는데 ‘학교 잘 다니고 있어? 몇 점 받아?’ 이렇게 했더니 애가 대답을 안 하
고 가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애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 자꾸 학교 
얘기는 하면 사람들이 슬퍼지고 있었어. (…) ‘왜? 학교 못가?’ 했더니 ‘우리 나
라는 아무나 학교 못가.’ 부자여야 [학교 교육] 받는대. 돈 없으면 학교 못 간
대. (…) 내가 한국을 대표했다는 느낌이 들었어. 나는 [현지] 호텔 직원들 매일
매일 밤에 30분씩 한국어 가르쳤거든. 걔네들이 ‘이거 [한국어로] 어떻게 물어
봐?’ 나 영어도 되니까 영어로 ‘이거 이렇게 이렇게’ (…) [현지에서 묵었던 숙소
에] 한국 손님들도 자주 오고, (…) 첫 수업에 필수 가르쳤거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가르쳤는데 하루 만에 (…) 한국 문화도 가르쳐 주
면서 나도 [그 나라 문화를] 배웠어.”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10. 16.

파루는 봉사활동이 계기가 되어서 앞으로는 교육 분야에서 외교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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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최종적인 이상 자아로 삼게 되었다. 국제적인 기관 및 단체에 들어
가서 교육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지윤 “졸업하고 나서 꿈이 있어 계획이라든지?”
파루 “교육 분야에서 외교관”
지윤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파루 “아니. 그냥 세계적으로 NGO나 어디 교육 쪽 외교관.” 
지윤 “이유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파루 “그냥 교육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봐서. 원인이나 모든 것의 시작, 핵심

이 교육. 뭐 어떤 직업이든지 먼저 교육을 겪어야 그 직업이 되잖아.”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7. 31.

파루는 교육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훗날 교육 분야
의 외교관이 될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경험도 쌓고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만나고 싶다. 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도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 살면서 외국인을 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볼 생각도 있다. 

지윤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도 한국어 선생님을 할 생각[이 있어]?”
파루 “외국인 대상으로. 기회가 되면 하는데, 나는 한국어교육 해도 재미없는 교육

보다 약간 나만의 자유있는 교육[하고 싶어]. 문화도 같이 적용하면서. 문화
만 빨리 적응하면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데 여기(=한국) 와서 문화 싫
어하면서 문화를 오해하면서 싫어하면서 하면은 [빨리 배울 수 없어].”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7.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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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는 현재 학원을 수료하고 한국에서 일도 하고 논문을 쓰면서 졸업
을 준비하고 있다.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했던 것이 학
교에서도 이어져서 다른 전공을 하면서도 꾸준히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공
부했다. 학교 졸업 후 회사에 다니면서도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곳이
라면 학원과 교회, 국제교류회관 등 장소를 불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
며,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단기어학연수 등에도 참여했다. 한국
어를 가르치는 것에도 관심이 생겨 유학을 오게 된 학원에서는 자신의 
한국어 학습 경험을 살려 한국에 어학연수를 온 ◇국인을 상으로 한국어 
스터디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다. 유미의 경험에 한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다.

유미는 초등학교 때 매주 방과 후 활동에서 한국어를 처음 접하면서 한
국인 선생님으로부터 한글과 한국의 문화를 배우게 됐다. 처음에는 한글을 
아는 것이나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에 만족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선택 수업에서 한국어를 선택하며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됐다. 선
택 수업 중에는 언어와 상관 없는 수업도 있었지만 유미는 제2외국어로 한
국어를 선택했다. 학교에서도 전공은 어학과 관련이 없었지만 제2외국어
를 선택할 때 다시 한국어를 선택해서 배웠다. 학교에서 배울 당시에는 
한국어를 다시 처음부터 배웠기 때문에 단기간에 진행되는 수업을 잘 따라
갈 수 있었다. 숙제도 열심히 하고 교재에 나온 본문을 읽고 꼼꼼히 번역을 
달기도 했다. 부전공으로 한국어를 배울까 고민했던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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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도 있었는데 그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결국 [바빠서] 안 했어. 
그때는 그냥 한국어, 한글에 관심 있었고 약간 한국 드라마는 그냥 보긴 했는데 
드라마를 좋아해서. ◇국 꺼도 한국 꺼도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긴 했는데, 그렇게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딱히 없었어.”

- 유미와의 인터뷰 대화, 2018. 5. 23.

학의 한국어 수업이 말하기 위주의 수업은 아닌 점이 아쉬웠던 유미는 
한국 드라마를 챙겨보기 시작했다. 워낙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된 것이지만, 이때만 해도 한국 문화에 한 관심까지
는 없었던 것으로 회상했다.

본격적으로 유미가 한국어도 늘면서 구어체에 한 관심과 더불어 한국 
문화에 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학교 졸업 학년 즈음이었다. “한국
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도 이때부터이다. 학교 졸업 학년 때 “케이
팝에 빠져”서 한국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 가수가 올리는 
SNS와 최신 뉴스들을 모어로 번역해서 블로그에 올리며 힘든 취업 시기를 
버티는 힘을 얻었다.

유미 “틴탑이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는 틴탑이라고 하면 ‘누구야?’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뭔가 한국 뉴스 사이트 같은 걸로 ‘틴탑’ 이렇게 치
면 뉴스가 나오는데 몇 개 없어. 그래서 ‘아, 오늘 나왔어.’ 그걸 보고 번
역하고 그렇게 공부를 한 거 같아.”

지윤 “한국어 뉴스로 본 거야? 틴탑을 위해서?”
유미 “어 틴탑도 트위터나 뭔가 한국어로 하니까… ◇국어로 번역하고 블로그에 올

리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2외국어는 [대학교] 1·2학년만 하고 3·4학년 아
무것도 없지만 케이팝 빠져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한국에 가고 싶긴 했어.”

지윤 “그게 4학년 때야 졸업하기 직전?”
유미 “응. 정확히 말하면 3학년 3월에 틴탑을 알게 된 건데 그때 이미 취직을 



- 108 -

준비하고 면접 보고 막 그랬었고 너무 힘들잖아.”
지윤 “그치~”
유미 “힘든데 그거를 보면서 ‘아, 너무 멋있다.’”
지윤 “위안을 받았구나~”

- 유미와의 인터뷰 대화, 2018. 5. 23.

케이팝에 관심을 갖게 된 후로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유미는 
학교 4학년 2월에 졸업 여행으로 친구들과 함께 처음 한국에 방문했다. 

유미는 이후로도 “한국어를 배웠는데 써(= 화해)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혼자서 한국에 열 번 이상 여행을 온 적도 있었다.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혼자 가면 누구랑 이야기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일부러 동대문 시장 같은 데 가서 아주머니랑 ‘이거 얼마예요?’ ‘아, 비
싸네요.’ 이야기하고 그랬어.”

- 유미와의 인터뷰 대화, 2018. 10. 17.
 

결국에는 졸업 전에 회사에 합격할 수 있었지만, 합격하기 전까지는 면접
에 자꾸 떨어져서 힘든 시기도 있었다. 그때 “안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취
직을 못하게 된다면 한국에 가서 한국어 공부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유미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기도 했다. 

“그래서 아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아 ‘한국에 갈까?’ 어차피 취직을 못할 거면 한
국에 가서 한국어나 공부할까? 그러다가 유학하는 거는 안 될 거 같아. 그래서 
가족들도 외국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국에서 전문
학교 외국어 전문학교 같은 델 갈까 알아봤어. 근데 학교에 있는 직업에 대해서 
뭐 상담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냐!’고, 최종 학력이 마지막 학력이 
지금 대학교인데 전문학교 가면 전문학교가 되는 거잖아. 너무 낮아지는 건데, 
‘왜 그러냐’ 이래서 ‘아, 그렇긴 하다.’ 그리고 그 ‘취직 활동이 잘 안 되니까 그
렇게 하는 거면 그냥 도망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 그렇
긴 하다.’ 해서.”

- 유미와의 인터뷰 대화, 2018.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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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선생님으로부터 취직이 어려워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도피와 다
르지 않다는 조언을 얻고 나서 계속 취업을 준비하다가 결국 한 회사에 합
격하게 된 것이었다.

유미는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취업에 성공했지만 회사에 다니면서도 “한국
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는” 아쉬움이 계속 있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계
속 검색해보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한국어를 배우러 다녔다. 
4년 정도 회사에 다니면서도 한국어 공부를 알려주는 곳이라면 한국어 학
원, 한국어 교실, 한국어 공부회, 단기어학연수, 언어교환 등 가리지 않고 
꾸준히 참여했다.

“3년 동안은 ‘한국에 간다’ 계속 생각하고 일하면서 한가할 때 알아보고 그랬었는
데 3년 지났으니까 이제 가야 돼. 그때 일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어 학원에 다녔
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한국어나 배워보자 학원에 갔는데…”

- 유미와의 인터뷰 대화, 2018. 5. 23.

처음에는 학원에서 1:1 회화 수업을 한 번에 80분씩 받으면서 회화 실력
이 많이 늘었다. 하지만 학원을 계속 다니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기 때
문에 약간 비용을 적게 지출하면서 그동안 쌓은 실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렇게 교회에서 열리는 한국어 교실에 다니게 됐고, 한국인이 한국어를 공
부하고자 하는 ◇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한국어 공부회에도 참
여하게 됐다. 서울 소재 학교에서 1주일 동안 진행되는 단기어학연수에도 
참여해서 한국인 친구와 언어교환까지 하게 됐다. 특히 한국에서 직접 한국
인과 만났던 단기어학연수에서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동기
를 얻었고 롤모델로 삼고 싶은 ◇국인 언니도 만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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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 번 가니까 말 못하는 게 느껴지고 ‘아, 열심히 해야겠다.’ (…) 일주일 
만에 한국어를 못 배우잖아. 알고 있잖아. 한국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한국인 
친구 만나고 싶어서 갔는데, ‘밥 먹었어.’라고 진짜 말하는구나… (웃음) 갔는데 
거기에는 나도 어느 정도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가고 나서 [단기어학연수에서 
만난] 거기 언니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 유미와의 인터뷰 대화, 2018. 5. 23.

유미는 그전까지는 “나도 어느 정도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단기어학연수에서 “지금 봐도 한국인” 같은 언니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과 
자신의 차이는 뭘까 고민하기도 했다. 그 차이는 “자유스러운 말”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한국에 직접 가서 언어를 배우고,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차이가 뭘까? 했을 때 자유스러운 말이 너무 많아서… 아 그건 한국에 가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었어.”

- 유미와의 인터뷰 대화, 2018. 5. 23.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같은 국적의 사람들과 자신의 차이를 느끼게 된 
유미는 그 이후로는 한국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 “일단 한국에 
가야 언어도 늘” 수 있으리란 생각으로 워킹홀리데이 등을 알아보던 중에 
한국어를 가르쳐 주던 ◇국 학교의 한국인 교환학생 친구가 “그냥 한국에 
가고 싶은 거면 장학금을 받고 학원에 가면 어떠냐”는 조언을 해 주어서 
그때부터 학원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결국 한국어교육전공으
로 학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유미 “원래는 워킹홀리데이 같은 거로 [한국에] 올까 했었고, 엄마도 반대를 하
시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뭐냐’ 여기부터 설
명을 해야 돼. (웃음) ‘그러면 하고 뭘 할 거냐’ 했을 때 답을 못했어. 그
냥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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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막연했던… 그냥 일단 가고”
유미 “일단 한국에 가야 언어도 늘 거고.”

- 유미와의 인터뷰 대화, 2018. 5. 23.

유미는 교환학생 한국인 친구와 언어교환을 하다가 자신은 한국어를 “0부
터 시작한” 경험이 있고 모어도 알고 있으니까 학습자의 어려움을 더 잘 알
수 있고, 한국어교육을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한국어교육전공으로 

학원을 오게 됐다. 학원에 입학한 직후에는 “이 정도의 한국어로 괜찮
을까”하는 불안도 있었다. 단기어학연수 때 언어교환을 하면서 그동안 배운 
한국어는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었다는 한계를 느꼈던 것이 계기였다.

유미 “그냥 말을 안 해봐서 한국인과. 긴장도 되고. ‘아, 맞을까?’ 어디서 배워 
본 적은 없는데 들어 본 적이 있는 말. 말해도 되는지? 머릿속엔 떠오르는
데. ‘지금 말해도 [될까]?’ 말을 못하기도 하고 모르는 말도 많이 쓰고… 
아직 생각나는 게. ‘그저께’라는 말 몰랐어. 근데 [언어교환을 같이 했던] 
그 오빠가 ‘그저께 왜 몰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물어본 기억이 나. 간
단한데 그냥”

지윤 “많이 쓰는 거 한국인이?”
유미 “‘살짝’, ‘막’ 이런 것도 몰랐었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자.”

- 유미와의 인터뷰 대화, 2018. 5. 23.

학원 입학을 통해 처음 한국에서 살게 된 유미는 일상에서 한국인을 
직접 만나 실제적인 한국어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정하게 됐다. 교재 
속의 말이 아니라 실제 한국인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을 유창하게 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상 자아로 삼게 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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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서는 ‘왜 이렇게 한국어 잘해요?’ 그러면은 ‘어, 그냥 공부했어요.’ ‘유학 
어디 갔어요?’ ‘유학은 안 갔는데…’ 그래서 그런 자신감 있었어. 그래도 한국에 
가 버리면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 이제 유학한 거니까. 한국어 해서 [잘하는 게] 
당연하지.”

- 유미와의 인터뷰 대화, 2018. 9. 13.

유미는 고향에서는 유학도 안 다녀왔는데 한국어를 잘한다는 주변 사람
들의 평가도 자주 들은 데다가 이미 한국어능력시험 6급을 받은 덕분에 자
신감이 있었지만, 한국에 유학까지 온 이상 “네이티브처럼 막히지 않고” “교
과서를 벗어난” “진짜 한국인이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겠다는 새로운 이
상 자아를 설정하게 됐다.

유미는 전공으로서 교육 분야를 처음 공부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 
수업에서 교육 이론과 전문 용어 등을 배우는 것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었
지만,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실제로 필요할 내용들을 충분히 공부하지 못한 
점과 실습을 많이 해 보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음… 뭔가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것(=이론)도 필요한 거 알겠지만 이론
적인 거 너무 많아서 이걸 졸업하고 실제로 한국얼 가르칠 수 있을까… (…) 가르
칠 때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너무 추상적[이라고 느꼈어]. 문법적인 거는 
실제로 가르치려면 ‘-니까’, ‘-어서’는 이렇게 다르다라든가 그런 것도 알아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거는 거의 안 하고, (…) 문법 이런 거는 자기가 더 알아야지 가
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모르는데 가르쳐도 되나? 싶기도 하고…”

- 유미와의 인터뷰 대화, 2018. 9. 13.

고향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수업에 참여할 때는 유미가 학
생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제는 교사의 입장
에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한국어 교사로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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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과 같은 한국어의 구체적인 내용들도 알아야 학습자를 가르칠 수 있다
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학과 내에서 실습이 부족했던 점도 만회하고 
“가르쳐 보는 연습”도 하기 위해 유미는 개인적으로 직접 발 벗고 나서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다.

학과 수업에서 부족하다고 느낀 점을 채우기 위해 유미는 직접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을 모아서 교사로서 한국어 모임을 주최했다. 전용 
SNS 계정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국인 한국어 학습
자들을 모집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자신의 학습 경험을 살려 가르쳐 보았다.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로 간단하게 해보긴 했어. 스터디 같은 거를 내가 해서 
◇국인 모여서 한국 드라마 보고 뉴스를 읽어보고 그런 거. 따로 SNS 같은 데
서 모집하고, 만들어서.”

- 유미와의 인터뷰 대화, 2018. 9. 13.

유미는 한국어를 한국인 원어민에게 초급부터 배우는 것도 장점이 있지
만 같은 국적 사람에게 배우게 되면 초급 한국어 학습 단계에서 어떤 어려
움을 겪는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
명 있다고 판단했다.

“가르쳐 보는 연습도 하고 싶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원어민에게 배우면 좋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오는데, 사실은 꼭, 발음은 좋은 거지만 ◇국인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나도 0부터 시작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0부터 시작한 사람이니
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국인이 더 잘 알고…”

- 유미와의 인터뷰 대화, 2018. 9. 13.

게다가 유미는 ◇국인에게 ◇국어로 쉽게 두 언어를 조하면서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막연하게 추측하고 말 수도 있는 내용들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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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게 알려 줄 수 있는 점이 자신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유미 “고향에서 언어 교환을 할 때도 한국인이 가르쳐 줬는데, 내가 가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가르쳐 주면) 더 알 수 있는데…’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겼어.”

지윤 “아, 그때부터 벌써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도 진짜로 해본 
거지?”

유미 “1급부터 온 친구들은 그냥 한글을 한국어로 배우는 거잖아. 문법 같은 거도 
한국어로 배우니까, ‘◇국어[로는] 이런 거 같은데~?’ 이 정도로 끝나.”

지윤 “추측만 하고. 언니(=유미)가 딱 알려줄 수 있는데. 이건 이 ◇국어랑”
유미 “‘비슷하고. 이런 느낌이다.’ ‘이거랑 이거 사이의 느낌이다.’ 이런 것도 알려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게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 유미와의 인터뷰 대화, 2018. 9. 13.

유미가 고향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학습자의 입장에서 비원어민 교사의 
장점을 막연히 알게 되었던 것이 학원에 온 후로도 학과 밖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찾아 한국어를 가르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 직접 가르쳐 본 
경험이 다시 유미 스스로 비원어민 교사로서 자신의 장점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직접 학습자를 가르치는 경험은 한국어 교사로
서 유미의 이상 자아를 구체화시키는 데 순환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다.

수료한 이후, 혹은 수료하기 전부터 유미 역시 “아무 것도 하기 싫었”던 
때가 있었다.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문득 “왜 여기 있지”나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다. 

“수료하고 나서는, 수료하기 전부터 약간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 ‘왜 여기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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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있고.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지?’ 이런 것도 있고. 수업 있을 때도 
가기 싫은 거야. 막 가야 되는데 그래서 ‘수료 안 하고 고향에 갈까?’ 하는 생각
도 순간적으로 하고. ‘아니 그건 아니지. 다시 한 학기 돈을 내긴 싫어.’ 수료는 
했는데.”

- 유미와의 인터뷰 대화, 2018. 9. 13.

하지만 이후 방학 때 열린 학회에서 만난 한국인 교수님의 응원과 면담
에서 들은 지도 교수님의 조언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
었다. 그것을 계기로 다시 논문을 열심히 써야겠다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
었고, 다음 학기로 미루려 했던 발표 계획을 서둘러 준비할 수 있었다. 유
미는 이와 같은 상호작용이 없었다면 계속 목표 없이 “아무것도 안 했을” 
것이라며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다.

유미는 수료 후에도 여전히 한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모임, 교실에 매주 
나가고 있다. 이곳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국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한국인에게 ◇국어를 알려 주기도 하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국
인에게 한국어를 알려 주기도 한다. 앞으로 졸업을 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해
야 할지 고민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어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재미를 느낀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의 입장이었고 지금은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언어 교
류회가 열리는 교실은 사실 서로 언어를 배우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한국인
과 ◇국인을 서로 만나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한국어 학원이
나 어학당에 다니는 ◇국인들도 한국인을 직접 만나 화할 수 있는 기회
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언어 교류회를 통해 한국인을 만나고 한국어로 화
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다.

“거기(=언어 교류회)는 수업이 있고, ◇국어 수업이 있고 한·◇ 교류 스터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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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회라고 하는데 스터디는 서로 한국인도 있고 ◇국 사람도 있어. ◇국 사람들 
중에서도 ◇국인에게 [한국어를]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온 사람은 거의 없
어. 사실 한국인을 만나고 싶어서. 한국에 왔는데 어학당 한국인 만날 기회도 없
고 그러니까. 같이 놀고 싶은데…”

- 유미와의 인터뷰 대화, 2018. 9. 13.

유미도 학원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학과에 “생각보다 한국 사람이 없어
서” “한국어로 화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 언어 교류회에서
는 한국인을 만나고 싶거나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찾아온 고향 사
람들을 만난다. 유미는 교실에서 그들과 만나 그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
과 한국어를 배우며 겪는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기도 하고 팁을 알려 주
기도 한다. 졸업을 앞둔 시기까지 1년 가까이 꾸준히 언어 교류회에 나가면
서 유미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경험과 실력을 쌓아 나가는 중
이다.

유미는 고향에서 회사에 다닐 때 “내 이름으로 일하고 싶었”다고 회상했
다. 이제는 한국어를 통해서 자신의 명함을 가질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졸업 후에도 한국어와 관련된 일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해볼 생각이다. 한
국어를 가르칠 수도 있고 한국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유미는 
미래에도 자신의 삶에 “한국어는 있을 거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어를 잘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유미 “한국어를 쓰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엄청 많은데, 근데 그걸(=교육을) 실
제로 하는 사람은 많이 없고. 그냥 회사. 그래서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는 안 돼. 플러스 뭔가 교육을 할 수 있다든지.”

지윤 “다른 전문가? 한국어 플러스…”
유미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뭔가를 뭘로 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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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와의 인터뷰 대화, 2018. 9. 13.

한국어와 또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뒤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내 
이름으로” 일하는 것이 유미의 최종적인 이상 자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가지지 못했던 자신의 “명함”을 갖는 일, 
바로 한국어를 통해 유미가 그리는 미래의 자아상이다. 

유미 “내 이름으로 일하고 싶었어. 근까 ◈▣사 일을 할 때는 하는 일 다 ◈▣사 
이름으로 했었어. ◈▣사 이름으로 전화를 하고, ◈▣사 이름으로 서류 만
들고. 그러니까 명함도 없고.”

지윤 “언니(=유미) 이름은 없고 그 사람 이름?”
유미 “◈▣사가 하는 뭐를 대신해 주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고. (…) 그래서 

명함을 갖고 싶었어. 명함을 가지고 나를 팔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었어.”
- 유미와의 인터뷰 대화,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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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는 현재 학원을 수료하고 석사 논문을 쓰면서 졸업을 준비하고 있
다. 워낙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한국 문
화에도 익숙했던 루루는 학교를 지원할 때 한국어과를 선택했던 것이 계
속되어 학원도 한국어교육전공으로 유학을 오게 됐다. 자유로운 학원 
생활에 한 기 를 안고 부푼 마음으로 한국에 온 루루는 좋아하는 가수 
빅뱅이 살고 있는 서울의 분위기와 문화, 생활, 드라마 속 장소들, 도시의 
환경 등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로 눈 앞에 펼쳐지는 것에 해 굉장한 만족
감을 얻었다. 하지만 학원 안에서는 한국어에 한 불안감과 목표의 상실
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국의 제일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당
연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루루의 경험에 한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다.

루루가 한국어를 처음 접한 것은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였다. 
중·고등학교 시절 같은 학급의 친구들이 동방신기, 소녀시 , 빅뱅을 좋아하
는 등 부분 한류의 영향을 받는 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 가수
를 좋아하고 한국 음악을 많이 접하고는 했다. 이처럼 평소 외국 문화를 즐
기는 데 거부감이 없었던 루루는 고등학교 때는 “하이스쿨 뮤지컬”이라는 
미국 뮤지컬 영화에 빠지게 되었다. 사와 가사를 다 외울 정도로 “20번” 
이상 본 뒤로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재미를 느껴 외국어 학습 자체를 좋아
하게 되었고, 학교도 외국어를 배우는 전공으로 지원하게 됐다. 지원한 

학교의 여러 전공 중에는 영어과도 있었지만, 어떤 과든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었기 때문에 학에서 가장 유명하고 좋은 과였던 한국어과에 입학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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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과도 있어. 근데 한국어학과는 ♤♠대학교에서 제일 좋은 과니까 그래서 
한국어를 배웠어. (…) ♤♠대학교는 ●국에서 제일 처음 한국어과 만든 대학굔
데 그래서 제일 좋아. ●국에서 일등 한국어 전공.”

- 루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8. 17.

루루는 학원을 수료한 이후 논문을 쓸 때도 나와 자주 만나고는 했는
데 그때도 여전히 외국어 공부가 마치 취미이자 생활인 것처럼 보였다. 인
터뷰 화와 연구 일지를 통해 루루가 한국어를 처음 배우게 된 것과 한국
어를 전공하게 된 것 모두 한국어 학습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꼈
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루루가 공부하는 7층으로 돌아오니 루루가 한편에 한국어 교재들을 쌓아 놓고 
공부하고 있었다. 다가갔더니 서울대 6A 교재의 소나기 부분 어휘를 펼쳐 놓고 
읽고 있었는데 내게 귓속말로 “이렇게 한국어 교재가 재미있다니 나 다시 공부
하고 싶어. 내가 6급 공부 이렇게 했다면 재밌었을 거야.”라고 속삭였다. (…) 
교재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공부한 6급을 ‘다시 공
부하고 싶다’라는 걸 보니 루루는 정말 외국어 공부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예전에도 이미 토픽 6급이 있는데도 더 잘하고 싶어서 두꺼운 문법책
을 공부하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모르는 어휘나 표현들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루루는 외국어 공부가 취미이고 생활 자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 나의 연구 일지, 2018. 7. 2.

루루는 고등학생 때부터 매체 속의 외국 문화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움과 
“풍부한 생활”을 동경했기 때문에 미국인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등장하는 
영화를 스무 번 이상 보기도 했고, 콘서트에도 여러 번 갈 만큼 좋아하는 
한국 가수도 있었다. 영화나 드라마 등 매체 속의 외국 학생들이 누리는 자
유로운 환경과 풍부한 생활을 자신도 직접 가서 꼭 느껴봐야겠다는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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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가 외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됐다.

“부럽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그때는 영어를 엄청 열심히 [했어].”

- 루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8. 17.

또한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자신의 고향인 ●국 사
람들보다 더 친 하고 자유롭다는 인상을 받았다. 학생들끼리도 자주 어울
리면서 자유로운 캠퍼스 생활을 함께 즐기는 모습에서 생활이 풍부하다고 
느꼈다. 한편 루루가 살던 지역에 비해 비교적 도시라고 생각되는 서울에 

한 동경도 있었다. 이후에 학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 처음 서울에 왔
을 때는 상상했던 모습을 실제로 보는 데서 만족감을 느꼈다.

지윤 “●국에 있을 때 생각했던 거랑 달랐어? 기대나 상상… 막상 한국에 오니까?”
루루 “생각했던 거보다 좋아. 진짜 처음 왔을 때. (…) 한국에는 그 문화 생활에

서 편리한 점이 더 많잖아. 예를 들면 환경도 좋고 화장실 휴지 계속 있잖
아. ●국에 진짜 없어. 백화점에 있긴 한데, 불편해. 그리고 한국에는 서비
스가 좋아. 사람들은 친절하고. 만약에 진짜 예를 들면 티켓 살 때 한국 
사람 되게 친절하고 ‘티켓 여기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 ●국에는 
태도가 안 좋고. 억양도 되게 딱딱해. 한국 사람 예의가 바라서.”

- 루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8. 17.

서울의 “문화 생활”과 “친절하고” 부드러운 한국 사람들 덕분에 학원 
입학 전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루루는 굉장한 만족을 얻었다. 또 
학부 수업 때 들었던 교수님의 “엄청 딱딱했”던 말투와 달리 “듣기가 엄청 
부드럽”고 억양도 굉장히 “아름답게” 들렸던 서울 사람들의 말투 덕분에 드
라마를 볼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한국어의 아름다운 면을 느끼게 되었
다. 물론 학원 밖에서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학원 안에서의 어려움과 비교하
면 별 것 아니라고 회상했다.



- 121 -

루루는 학부 때 성적이 매우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 사람
들의 “기 ”에 부응하고 자기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당위 자아를 가지
고 있었고 학업과 관련한 목표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처음 입학할 때는 더 
좋은 학에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
에 자신의 진짜 실력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면 장학
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국어과에서도 열심히 공부했다. 

루루 “난 꼭! 장학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고.”
지윤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루루 “부모님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꼭 받아야 된다.”
지윤 “왜?”
루루 “어… (한참 생각하다가) 나는 더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대학교) 배우게 되면 그냥 일등 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취직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리고 [내 능력을] 막 다른 사람에게 설득해
야 되잖아. ‘나는 실력이 ♤♠대학교보다 더 높다.’ 그걸 증명하고 싶었어. 
친구도 부모님도 부모님 친구한테도.”

지윤 “부모님 친구? 왜? 친하게 지냈어?”
루루 “부모님 아는 사람이 많잖아. 다들 다 딸이 어디서 공부하고 있어? 원래는 

유명한 대학교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근데 나는 너무 못했어. ♤♠대학
교 (웃음) 부모님 아마도 창피해. 부모님도 실망했어. 근데 나 욕하는 거 
아니야. 그냥 실망한 표정이 자주 나와서. 나도 그 표정을 보고…”

- 루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8. 17.

“유명한” 학교에 가지 못한 것에 부모님이 실망을 했다고 생각한 루루
는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타인의 기 를 충족시
키고자 하는 한국어 당위 자아를 형성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어과에서 계속 
우수한 성적을 얻고, 장학금을 받고, 한국어능력시험을 공부하는 동기를 얻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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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학원 생활에 한 기 를 안고 부푼 마음으로 한국에 온 루
루는 고향에서 학교 한국어과를 다닐 때 배우지 않은 말과 억양을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루루도 최종적인 이상 자아
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학원 수업을 듣게 된 후
로는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하고 억양도 좋은 고향 친구만큼 하겠다는 목표
를 잡았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나 억양을 분석하면
서 듣고, 직접 비법이 무엇인지 묻기도 했다. 

루루 “‘◆◇ 되게 부럽네.’ 말하기 잘하고 억양도 좋고 진짜 한국사람 같아. ◆◇ 
한국어를 할 때 자세히 열심히 들었어. [어떤] 문법을 쓴 건지, 그 억양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쓰는 거야.”

지윤 “들을 때도 잘 듣고, 물어본 적도 있어?”
루루 “어 있어. 물어본 적도 있었어.”

- 루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7. 4. 16.

많은 외국인 학원생들은 처음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들으면서 같
은 국적의 친구를 한국어 실력 향상의 목표로 삼곤 한다. 예외도 있겠지만 
오히려 한국인 학원생보다 같은 국적 출신의 외국인임도 불구하고 한국
어를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처럼 말하는 친구를 롤모델로 삼는 경향이 있다. 
루루도 목표를 한국인이 아닌 ●국인 친구로 삼았다.

지윤 “처음에 대학원에 입학한 다음에 ◆◇가 되게 말하기도 잘하고 억양이 좋고 
한국사람 같아서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었거든. 근데 
그러면 대학원 딱 처음에는 한국인처럼 말하겠다는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
처럼 말하는 ●국인처럼 해야겠다? 그런 거였어?”

루루 “어! 어어어어”
지윤 “한국인은 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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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 “한국인 너무 어렵잖아. (웃음)”
지윤 “무리라서?”
루루 “어. ‘다른 외국인도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
지윤 “아~ ◆◇도 할 수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 루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10. 16.

루루는 한국어를 모어로 자연스럽게 습득한 한국인보다는 학습과 노력에 
의해서 한국어를 잘하게 된 외국인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동기를 
얻었다. 또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학원 밖에서 한국인 친구를 많이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루루의 모어를 가르치는 
과외를 하겠다는 목표도 있었다.

“진짜 한국사람 같”이 한국어를 하겠다고 설정한 이상 자아와는 달리,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루루는 자신의 한국어 말하기 실력이 “되게 약하다”
고 느끼게 되었다. 듣기나 읽기는 수업을 듣고 논문을 읽으면서 많이 늘었
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말하기에 한 불안감이 크고 자신이 없다. 수업 
때는 자기 생각을 제 로 전할 수 없는 답답함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도
망가고 싶”은 적도 있었다.

루루 “[말하기 좋아졌지만] 근데 자신감이 없어 불안. 진짜 불안. 진짜 불안. 나 
발표 말고 그냥 한국어로 할 때 불안[해]. 자신감이 떨어졌어. ●국어로 할 
때 자신감이 많은데 한국어 하면 (…) 만약에 교수님 수업 때 질문하면… 
●국어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어. 근데 
굳이 한국어로 하면 나 그냥 자기 생각이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아. (…) 
말할 때는 한국어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예 안 해.”

지윤 “약간 포기하게 되는 거지?”
루루 “응 아예 포기해. ‘잘 모르겠습니다.’ (…) 얘기할 때도 약간 교수님[께] 물

어보고 싶은 질문 있지만 근데 너무 긴장돼서 그냥 포기해. 불쌍해, 진짜 
불쌍해. 나 서울 생활 진짜 힘들어. 힘들어 죽겠다. 얘기하고 싶은 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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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다 포기해. 그래서 상대방이 ‘니가 아무 질문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교수님도 ‘루루 자기 생각도 없다’고 생각할까 봐…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 루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7. 4. 16.

루루는 한국인이더라도 친분이 있는 경우에는 천천히 차근차근 말할 수 
있었지만 낯선 사람 앞에서 얘기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상 적으로 다른 친
구들은 다들 한국어를 잘한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창피”함 때문에 생각이 
있어도 발화를 “포기”하게 되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국어 말하기에 

한 긴장감과 불안감은 의욕마저 잃게 할 때도 있었고 스스로를 “불쌍”하
다고 느끼기도 했다. 

루루 “토론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말을 못했어. 생각이 있지만 전
달할 수 없어. 다 잘하니까 나는 만약에 진짜 말을 하면 ‘다들 다 못 알아
들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했어.”

지윤 “그러면 혹시 그런 토론을 엄청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루루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었어. 근데 한국어에 대한 그렇게 많이 흥미가 없어
서 계속 그렇게 할 힘이 없어. 아 그냥 그날에 충격을 받았어. 열심히 해
야 되겠다. 근데 하다가 힘 없어져.”

- 루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7. 3.

셀리그만(Seligman, 1975)이 주창한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학습자는 자신의 노력과 행동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통제 불가의 상황에서 좌절감을 맛보게 되고, 그것이 무기력에 

한 학습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은 동기의 결핍과 목표
의 상실을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학습 능력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
(Seligman, 1975: 30-37).

루루도 학부 때는 성적이 매우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기
에 부응하고 자기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당위 자아를 가지고 한국어 

학습에서도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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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토론을 할 때마다 자꾸만 반복되는 “충격”에 계속해서 열심을 이
어갈 “힘”을 잃어버리는 무기력한 상황을 겪게 되었다. 한국말을 아주 잘하
는 외국인을 보면 동기가 생기다가도 계속 동기를 유지할 “힘”을 찾기가 어
려웠다. 학원 입학 전 외국어 공부 자체를 좋아하던 루루가 이제는 한국
어에 한 흥미가 없어서 계속 노력할 “힘”이 없다고 말하게 되었다. 무기
력은 목표의 상실로도 이어져 석사 과정을 수료한 뒤로는 “충분하다”고 생
각하고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에 “이미 만족해서” 한국어 학습에 
한 “높은 목적이 없어”졌다. 

루루 “만약에 진짜 ●국 대학교에서 발표한 후에 ‘다음에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거 같아.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냥 [발표만] 하면 돼.”

지윤 “왜 그랬지? 뭐가 달라서 그런 거지?”
루루 “어… 알아들을 수 있으면 만족해58). 이미 만족해서 그런 높은 목적이 없어.”

- 루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7. 3.

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
고, 한국 문화를 잘 아는 스스로의 모습을 꿈꾸었던 루루의 목표는 “졸업”
으로 단순화되었다. 학부 때의 목표 중에는 “토픽 고급”이나 졸업 후 한국
어 전공을 살리는 것 등 한국어와 관련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학원 입학 
후 루루의 목표인 “졸업” 속에 한국어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닌 것이 되었
다.

지윤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된 목표가 있었어? 어때?”
루루 “그냥 졸업하고 싶다. 학부 때는 목표가 있어. 토픽 고급을 딴다! 그리고 

내가 꼭! 장학금을 받는다! 그런 목표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진짜 대학원 
와서 그런 목표가 없어졌어.”

- 루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8. 17.

58) 중간 연구 텍스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한 결과, 루루는 ●국어로 의사소통할 
때와 비교했을 때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때 자신의 한국어 실제 자아에 해 기 하는 
바가 상당히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국어로는 “농담이나 재미있
는 말”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지만 한국어로는 “자기 생각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그런 
것을 기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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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없어. 그냥 졸업하면 좋겠다. 처음엔 신기하고 다 좋아해. 3년[이나] 지났
는데 나도 지겨워… 집에 가고 싶다… 치킨도 더 이상 먹을 수 없다, 먹고 싶지 
않아. 그냥 점점 졸업, 졸업, 졸업, 졸업만 할 수 있으면…”

- 루루와의 대화, 2018. 10. 4.

루루는 상상하고 기 했던 것과 달랐던 학원에서 실망도 했지만 고등
학교 때부터 가고 싶었던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외부적인 사실을 
통해 이상 자아와 실제 자아의 불일치를 조정하고자 했다. 

지윤 “대학원 다니면서는 약간 루루가 꿈꿨던 것과 달라서 어땠어?”
루루 “좀 실망했는데… 우리 학교 한국의 제일 좋은 학교니까 적응했어.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만약에 하버드 가면 그래도 매일 도서관 가야 되잖아. 좋
은 대학교니까 다 그런 거야.”

- 루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7. 3.

그래도 “한국의 제일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겪어야 하
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서 기 와 다른 데서 오는 실망을 극복하려고 노
력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일치의 원인을 내부적으로 찾으려는 시도도 했다. 
한국어에 흥미가 떨어진 원인을 자기 자신의 성격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한국어를 잘하려고 노력하다가도] 만약에 과제가 너무 많으면 아니면 할 일이 
너무 많으면 그냥 포기해. 그래서 나는 너무 게으른 사람? 한국어 관심이 없으
니까 흥미가 없어서 계속 견딜 수가 없어.”

- 루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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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가 학원에 오게 된 데에는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학교 분위기를 
한번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과 “ 학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루루가 살던 지역에 비해 서울은 가볼 만한 곳이나 기
회도 많았고, 학원에서 새로 만나게 된 친구들도 많이 있었다. 

“더 많은 기회도 있고 취직할 때도 나 대학교 출신이니까 기회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잖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스스로 어떤 기업을 하고 싶다면 도움이 되고.”

- 루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8. 17.

“도망가고 싶”은 적도 있을 만큼 힘들게 보내야 했던 학원 생활이었지
만 루루는 그 경험을 통해 졸업 후에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학원을 통해 만난 친구들이 졸업 
후에도 자신에게 큰 자원으로서 다음 계단을 올라가는 데 보탬이 될 거라
고 기 하고 있다.

“우리 학교 와서 생긴 친구도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한국어 인터넷에서 
수업을 가르치려면은 내가 지윤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도 좋은 기회가. 만
약에 여기 오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없잖아.”

- 루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8. 17.

루루는 졸업 후의 진로를 한국어와 관련이 있는 일과 한국어와 관련이 
없는 일로 나누어 다양하게 모두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배운 한국어를 활
용하지 못한다면 아깝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 관련 일을 하고 싶
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좋지 않
은 기억으로 남아 한국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 

“[졸업하고 나서 한국어를] 써야지. 한국어를 7년 동안 배웠는데 만약에 진짜 안 
쓰면 너무 아까워. (…) 졸업하고 나서도 한국어 선생님 하고 싶지만… 석사 여
기까지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될 거 같아. 박사도 계속 하고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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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하고 나서 한국어 교수님… (…) 나 한국어 진짜 별로 잘할 수 없어서 부담
스럽고 계속 공부할 기분이 없어.”

- 루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7. 4. 16.

처음으로 인터뷰 화를 할 당시에는 루루도 한국어 교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수료한 후에는 한국어에 한 흥미가 떨어지고 “실력이 
안 느는 것처럼” 느껴지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3차 인터뷰 화 
때는 한국어 교사에 한 목표가 사라지고 말았다.

지윤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한국어를 써서 일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희미해서? 
별로 없어서 흥미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나중에 학생들한테도 알려 줘야 
되니까…”

루루 “그래서 나는 한국어 관심이 없어졌어. 그래서 나중에 아, 만약에 진짜 내
가 한국어를 가르치면은 흥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 학생에게 무슨 드
라마 재밌냐 그런 거 다 알려줘야 되는데…” 

지윤 “[한국어] 노래 가사도 알려주고…”
루루 “그래서 ‘내가 한국어 교사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 루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10. 16.

한국어에 한 흥미가 없이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는 없다는 생
각이 루루로 하여금 한국어 교사라는 진로에 해 확신을 하기 어렵게 만
든 것이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졸업 때가 다가오면서 점점 사라져 가던 
한국어에 한 흥미는 루루가 소셜 미디어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
동하게 되면서 다시 높아지게 되었다. 취미로 자신의 계정에 한국어 표현에 

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한국어 발음을 같이 올리기 시작한 것이 좋은 반
응을 보이자 앞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자신의 미래의 모습도 그리게 됐다. 

“내가 인기가 많은 아이디 만들고 싶어서 무슨 내용이 있으면 더 좋을까 고민하
다가 아! 내가 한국어 가르쳐도 될 거 같은데? (…) 잘 되면 광고도 하고 가능
하면 진짜 한국어 가르칠 거야. 그렇게 만들고 싶어.”

- 루루와의 대화, 20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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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는 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고향에 돌아가서 한국어 학원이나 한국
으로 유학 가는 학생을 돕는 자신만의 사업을 하는 모습을 그리면서도, 한
편으로는 한국어와 크게는 관련 없는 회사에 취업한 모습을 그리면서 지속
적으로 진로를 고민 중에 있다. 

루루 “그런(=한국어를 쓸 필요가 크게 없는) 회사. 주로 한국어 쓰는 일이 아니
고 그냥…”

지윤 “●국어를 [쓰는 회사]?”
루루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한국어를 써야 될 때 내가 도와주는 (…)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구하고 싶다.’ 그 밑에 ‘한국어 할 수 있는 사람 우선
(=우대)’”

지윤 “아, 근까 한국어가 주된 업무는 아니고 막 한국인이랑 얘기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가끔 출장 갈 때라든지 그럴 때 한국어를 쓰면 좋은?”

루루 “나 그런 직업을 찾으려고.”
- 루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10. 16.

루루는 다양한 진로 중에서도 한국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
고자 한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주된 업무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한국어
가 필요해서 그동안 배운 것이 아깝지 않도록 한국어를 적절히 활용하는 
직업을 찾을 예정이다. 만약 교사 일을 할 수 있다면 “●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한국인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더 선호한다. 한국어
를 주로 “쓰는 일이 아니”지만 쓰면 좋은 일, 그동안 한국에서의 학원 경
험을 통해 배우고 얻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일, 바로 이것이 루루가 한국
어 이상 자아를 조정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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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한국어 자아의 변화를 경험한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인 학
원생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따라가며 그 흐름 속에 있는 경험의 의
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 속에서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 하면서 한국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한 순간
부터 전공으로 한국어교육을 선택하고, 학원을 마치는 때까지의 연결된 
경험의 의미를 발견하고 풍부하게 공명을 일으키고자 한다.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 각각의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한 경
험의 의미를 비유를 통해 함축적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한국어
교육전공 외국인 학원생의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이 어떠한 의미를 지
니는지 다시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경험의 의미를 간결하면서도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해의 비유를 사용하였다. 항해의 비유는 ‘자아를 찾는 
과정’에 한 작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하미용(2015)과 같이 
한국에 이주 온 외국인의 경험에 한 내러티브59)에서도 본국을 떠나 정착
하는 이주민의 경험을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본 연구의 외국인 학원생의 
경험의 의미 구성에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도 참여
자 파루와의 인터뷰 화에서 자연스럽게 항해의 비유가 나타난 바 있
다60). 파루가 한국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나룻배에 비유했던 것을 토 로 

59) 하미용(2015: 169-219)에서는 장애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가족생활경험에 
한 의미를 ‘섬마을’ 안과 밖을 중심으로 ‘태풍’, ‘뗏목’, ‘표류’, ‘푸른 바다 위 무지개’ 

등에 비유하여 함축적으로 드러냈다.
60)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스스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과 드러내고 

싶은 방식을 동원하여 자신의 경험에 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내러티브 화자의 의도와 맥락을 고려하여 내러티브의 의미를 해
석하게 된다(유기웅 외, 201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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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조정하고 발전시킨 것을 다음과 같이 ‘새로운 여정을 위한 승선’,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노를 잃고 표류하다’, ‘무전을 보내다’, ‘끝나지 
않은 항해’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한국어와의 만남에 한 회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어를 배우게 된 동기나 처음 배우게 된 계기는 참여자마다 각기 달랐
지만 한국어를 만나면서 그들의 삶을 새로운 경험으로 이끄는 여정이 시작
된 것만은 분명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좋아
하는 한국 가수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등 각각 다양한 이유로 한국어
를 배우던 것이 한국어교육전공 학원으로까지 이어져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오게 된 경험은 마치 한국어라는 배에 올라 한국을 향해 새로운 여정
을 시작하는 것과 같았다. 

이 비유 속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할 수 있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
이 한국어를 처음 만난 기억은 마치 여행을 위해 배에 오를 때 설렘과 기

로 들뜨고 상기되는 것처럼 체로 밝고 희망차 있었다는 것이다. 수안처
럼 “한국어 배우니까 인생의 방향이 나”왔다고 할 정도로 한국어가 자신의 
적성임에 한 확신이 생겼거나 말하기 회에서 인정 받은 파루와 내 명
함을 갖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가르친다는 유미의 내러티브에서 알 수 
있듯, 한국어를 통해 인정 받을 수 있다는 기 감이 있었다. 또한 연구 참
여자들은 한국에 있는 학원으로 유학을 온 이후에도 초기에는 어려움에 

한 걱정과 고민보다는 한국어에 한 높은 기 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리나의 경우, 학교 때 한국어를 충분히 공부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

었기 때문에 학원에 입학했을 때도 처음에는 학업 스트레스가 많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었”다. 꿈꾸던 곳에서 공부한다는 생각과 새로운 분
야를 공부한다는 기 감에 수업이 힘들어도 즐거움을 느꼈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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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은 학부 때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보고 한국의 학 교육에 해 호
기심과 기 를 느꼈던 것이 동기가 되어 학원까지 오게 됐는데, 기 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보내는 첫 학 생활은 시장에서 이불을 사는 것부터 수
업에서 공부하는 것까지 “하나, 하나, 다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다 좋았다”
고 회상했다. 

한국어와의 긍정적인 만남, 그리고 기 로 가득한 유학 생활의 시작은 자
연스럽게 연구 참여자들이 높은 목표와 이상적인 한국어 자아를 설정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었다. 

유미의 경우 한국어로 말하는 것 자체에 재미를 느껴 한국에 열 번이나 
여행을 왔을 정도로 한국어에 한 목표도 높아서 한국에 유학 올 때부터 
“진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루루의 경우도 처음 입학하고 
나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꿈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그 시작점에서, 자신이 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한국어 자아에 한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에 유학을 온 것은 스스로 
하고 싶다는 마음에 이끌려 결정한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학원에 유학을 오기 이전의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는 부모님이나 교사가 요
구하는 당위 자아를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했던 경험도 나타났지만 결국에
는 자기 자신의 한국어 이상 자아로 변하게 되었다.

선행연구(Zhang & Kim, 2013: 625)에 따르면 영어 학습 동기에서는 
학 입학 시험에 한 부담 등과 같은 이유로 특히 당위 자아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공용어로서의 위상을 가진 영어를 배워야만 
한다는 인식과 사회 전반적 분위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기 에 부응해야 한
다는 의무감이나 입시 실패와 같은 암울한 미래에 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우 한국어 학습 초기에는 부
모님이나 학교, 학과장님, 선생님 등 주변의 기 에 부응하기 위해 당위 자
아를 설정한 경우도 있었지만, 유학 경험 이후에는 부분 이상 자아로 



- 133 -

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영어 교육에서의 선행연구와 달리 한국
어의 경우에는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한 언어라는 점에서 능동성과 자율성
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수안은 교사가 많은 집안에서 부모님께 “선생님 되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오히려 반항적인 마음이 생겨서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수안 “사실 내가 전에는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았어.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서 이
모, 삼촌, 선생님 되게 많아. 선생님 되게 많은데, 엄마가 계속 너 나중에 
선생님 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항적으로 그런 심리 있잖아. 그래서 되
고 싶지 않다.”

- 수안과의 인터뷰 대화, 2018. 4. 25.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데서 진로를 결정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서 
적성을 찾을 수 있었던 경험에 의해 수안은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교사의 
꿈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다. 부모님이 요구하셨던 목표로 다시 되돌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번 결정은 전적으로 수안 스스로의 선택이었다. 이후 부
모님의 강요가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에 한 질문에 
수안은 “지금까지 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답을 했다. 

지윤 “부모님이 강요하거나 주변 사람이 강요해서 ‘꼭 한국에서 취업해라’ 그런 
건 없었어?”

수안 “없었어. 없어. 나는 부모님 말 따라하지 않고 내 멋대로” 
지윤 “어렸을 때 [집안에] 선생님 많아서 선생님 되라고 [하셨다고 했지]…?” 
수안 “그래서 [부모님의 강요 때문에] 방황했잖아. 안 하려고 했고.” 
지윤 “그때는 싫었던 거지? 수안의 결정인 거지?”
수안 “맞아맞아. 지금까지 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

- 수안과의 인터뷰 대화, 2018. 7. 20.

수안과 마찬가지로 리나의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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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계기는 학과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였
다. 

리나 “처음에는 4급 통과하지 못하면 교환학생 할 수 없대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스트레스를 받았어.”

- 리나와의 인터뷰 대화, 2018. 5. 3.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어를 처음 공부하기로 선택한 것도 “나의 생각”
이었고, 교환 학생 때는 영한 통역을 전공한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결국 한국어교육전공으로 학원을 선택한 것과 한국
에서 다양한 일에 도전했던 것도 모두 “진짜 하고 싶어서”였다고 회상했다.

리나 “한국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을 하는 게 재미였어. 다
양한 직장 진짜 하고 싶어서 한 거였고.”

- 리나와의 인터뷰 대화, 2018. 8. 9.

마지막으로 파루의 경우에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선생님 등 주변의 기
에 부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학업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영재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월반을 할 때 자기도 반드시 해야 한
다는 생각이 이어져 한국어를 처음 했을 때도 경쟁심이 학습에 영향을 주
기도 했지만, 한국어와 관련된 경험들을 회상했을 때 한국어를 ‘해야 한다’
는 생각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을 때는 역시 “하고 싶어서”, 그리고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이라는 답을 통해 자발적인 선택이었음을 확실히 하고 
있었다. 

파루 “하고 싶어서 한 거지. 내가 좋아서 하는 거구.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좋
아서 하는 거.”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7. 31.

이외에도 여섯 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어를 배우기로 선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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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외부의 강요나 권유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의 선호에 따른 선택이었
다. 반면, 영어의 경우 여섯 명의 참여자들 모두 처음 배우게 된 것이 국제
화 시 에 당연히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압박 또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때
문이었던 것은 한국어를 처음 배우게 된 계기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두드
러진 부분이다. 한국어를 제2언어로 선택한 것은 주로 참여자들의 자발성에 
의한 것이므로, 이 때문에 참여자들은 영어 이상 자아에 비해 한국어 이상 
자아를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동기를 꾸준히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어 습득 이전에 영어 습득을 먼저 했던 린과 파루와 달리 수안이나 리
나의 경우 한국어를 통해 생긴 자신감이 오히려 졸업 후 다시 영어 학습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안 “요즘 점점 영어도 내가 옛날 한국어 배운 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음 외국 
친구를 서양 쪽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은 나한테 말 걸면 긴장하지 않
아. 그냥 말 대답하고 내가 틀려도 그냥 그 사람이 이해하면 됐다. 생각하
게 됐어. (…) 한국어 덕분에 약간 이런 마음에 약간 내 자존감을 찾았다는 
거지. 내가 이거 못하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라도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다. 나 그 사람들도 영어 쪽 사람들도 영어
만 할 수 있잖아. 나는 한국어도 잘하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그
래서 자존감이 생긴 거 같아.”

- 수안과의 인터뷰 대화, 2018. 4. 25.

지윤 “영어 공부했을 때의 학습 경험? 이런 게 한국어 배울 때도 영향이 있었
어? 아니면 직업 통번역 알바나 그런 게 더 큰 영향을 준 거 같애?”

리나 “영어를 배웠을 때. 근데 오히려 한국어 배운 경험은 영어를 공부할 때 더 
도움이 된 거 같아.”

지윤 “아! 반대로?”
리나 “지금(=졸업 직후) 다시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데 한국어를 이렇게 공부했으

니까 영어를 할 때도 반대인 거 같애. 오히려 [한국어를 공부했을 때처럼]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 반대인 거 같애.”

- 리나와의 인터뷰 대화, 201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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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은 한국어 덕분에 자존감이 생겨서 영어로 화할 때도 긴장하지 않
게 되었다고 했고 리나는 한국어를 배웠던 방법을 통해 이제는 영어를 배
울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본 절의 제목은 문화인류학 도서인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61)”에서 빌
려온 제목으로, 이 책 속의 인류학자들이 새롭고 낯선 세계에서 다양한 문
화를 만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만난 것처럼 외국인 학원생들도 한국의 

학원이라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자아를 만나는 경험을 한 것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 유학 온 초기에 두 가지를 새롭게 직면하게 되었
다. 하나는 ‘낯선 곳’, 즉 한국어교육전공 학원이라는 낯선 장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한국어 자아의 모습이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외부적으로 한국의 학원이라는 새롭고 낯선 장
소를 직면하게 되었다. 처음 한국어를 공부하던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상상
했던 공동체에 한 많은 기 들과는 다른 현실을 맞닥뜨리고 마주하게 된
다. 과거에 했던 나의 기 들을 실제로 직면하며 기 와 같거나 그렇지 않
음을 깨달아 간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상상했던 그 로”였는지 묻는 연
구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던 연구 참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혼자서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 항해를 마친 데임 엘렌 맥아더(Dame Ellen 
MacArthur)는 한 강연62)에서 항해 과정에서 자신이 겪을 어려움과 한계조

61) 한국문화인류학회(2006)의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는 인류학자들이 현지인들과 생
활하며 수집한 자료들을 엮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에세이 형식으로 다듬
은 인류학 입문서이다.

62) 이 강연은 항해의 비유를 구체화하려고 찾아본 강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강연이다. 
Dame Ellen MacArthur. (2015. 3). The surprising thing I learned sailing solo 
around the world. Retrieved 2018. 12. 8. from 
https://www.ted.com/talks/dame_ellen_macarthur_the_surprising_thing_i_learned_saili
ng_solo_around_the_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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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미리 상상했기 때문에 세계 일주가 자신이 “상상했던 그 로”라는 놀라
운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설레고 기 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유학 온 연
구 참여자들로서는 미래에 닥칠 유학 생활의 어려움과 한계까지 기 하고 
상상하지는 못했다.

수안과 파루, 유미의 경우 입학 초기 학과에 한국인이 생각보다 적고 오
히려 유학생들이 더 많은 것에 해 놀람과 동시에 한국어로 말할 기회가 
많지 않음에 약간의 실망을 느꼈다. 특히 항상 자기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학습자를 경쟁자로 설정하고 경쟁 의식을 가지면서 한국어 학습 동기를 만
들어가던 파루는 유학 이후 한국어 실력에 한 목표를 오히려 학과 밖에
서 찾기 시작했다. 

파루 “근데 나는 한국어를 쓰는 외국인이랑 말해봤자 나한테 도움될 거 없어. 내
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수준이 비슷하거나 못하면은 나 배울 게 없
잖아. (…) 옛날에 룸메도 방학 동안 2개월 나랑 룸메 됐었거든. 나도 같
이 놀고 싶은데 많이 피하려고 했었어. 말할 때 표현 만들거나 직접 말할 
땐 이상해. 그래서 한 1분 만에 끝나는 말을 15분이나 걸려 내가 답답해 
가지고(웃음)”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7. 31.

한국에 왔으니 한국인과 직접 만나 화하며 한국어 실력을 높이고 싶었
지만 학원 안에서는 한국인보다 외국인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오히
려 학원 밖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부딪혀 보면서 한국어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에 첫 어학연수를 갔던 이유도 “한국인 친구 만나고 싶어서”였던 유
미의 경우 유학까지 온 이상 한국인처럼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배워야겠다
는 목표가 있었지만, 학원 안에 생각보다 한국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한
국어가 늘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학원에서 외국인과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기 했던 것도 아니었고, 한국어 말하기 실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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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대학원 들어올 때는 생각보다 한국 사람이 없어서 ‘어? 왜 없지?’ 한국어를 
대화하고 싶은데 근데 외국인이랑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지? 이런 느낌 
(…) 외국인 친구랑 이야기할 때 그냥 막 이야기해도 되지만, 실력이 낮은 
친구들도 있잖아. 그러면 좀 쉬운 말로 말하게 되는데. 내가 외국인한테 쉬
운 말이 어떤 건진 잘 알잖아. 아니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선생님
도 아니고… 쉬운데 (…) 그게 뭔가 이상했어. 더 [한국어를] 하고 싶은데.”

- 유미와의 인터뷰 대화, 2018. 9. 13.

한편 또 한 가지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은 예
상하거나 기 했던 것과 다소 수업이 달랐다는 점이었는데, 구체적으로 하
나는 실습보다 이론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
국어 자체에 한 것보다 제2언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는 점이
었다. 

수안 “이론을 더 중시하는 학교라서 어쩔 수 없는 거 같아63). (…) 적어도 어떤 
어떤 학과는 이론을 더 집중하고, 가르치는 학과는 특히 사범대 같은 경우
는 실습을 더 비중을 더 많이 둬야 될 것 같애. 그렇지 않아? (…) 학생들
을 관찰하면서 논문을 쓰잖아. 언어학원에 가서 참관하는 일도 없잖아. (…) 
이런 [참관] 과정을 받지 않은 친구들은 실습 시간도 되게 당황했을 거야.”

- 수안과의 인터뷰 대화, 2018. 10. 22.

수안은 학원 입학 전에도 한국에서 한국어교사양성과정을 수료했었는
데 그때 실제 한국어 수업에 참관했던 경험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었고 
실습 수업 때도 그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학원에 들
어오고 나서야 이러한 참관 과정이 없는 것을 알게 됐으며 실습보다 이론

63) 듀이(Dewey, 1938; 송도선, 2009: 230 재인용)의 경우 모든 이론은 경험 속에서만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으며, “1톤의 이론보다 1온스의 경험이 낫다”라고 할 만
큼 직접 경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이론에만 치중한 교육은 학습자의 경
험 안으로 생생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불활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경험이 연
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139 -

이 더 중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입학 전 한국어를 가르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했었지만 실습 수업이 한 번뿐이어서 “생각만 있고 
시작을 못하는”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파루도 한 학기 동안 있었던 실습 수업이 “제일 좋았”다고 회상했다. 역
시 수안처럼 실습 수업에서 배운 것을 활용한 세미나, 연구, 교재 등 다양
한 아이디어를 생각했었지만 “ 학원의 무게” 때문에 실천에 옮길 수 없다
고 했다.

사범 생들이 사범 학에 진학하는 동기와 적응 과정에 해 탐구한 김
병찬(2003: 69)에 따르면, 교사가 되는 것에 해 강한 의욕을 가지고 사
범 에 진학한 학생조차 참관실습이나 교생실습을 통해 교직에 한 뜻을 
접는 경우도 있을 만큼 현장 경험은 예비교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교사는 수업을 통해 한계를 깨닫고,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
하게 되므로(이새암, 2010: 117), 현장 경험은 교사에게 성장의 기회도 제
공한다. 하지만 한국어교육전공을 부분 처음으로 접한 연구 참여자들이 
거의 접해보기 어려웠던 현장 경험은 한국어교사로서의 진로에 해 다시 
고민해 볼 기회나 성장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리나와 파루의 경우는 한국어 자체에 해 더 배우리라고 예상했지만 실
제로는 제2언어 교육 이론을 더 많이 배웠던 것에 해서, 도움이 되는 부
분도 있었지만 한국어 자체에 해서도 더 배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파루 “한국어과를 선택한 목적은 언어를 목적으로 보는 거. 이거의 차이. 도구로
서의 언어 아니면 목적으로의 언어. (…) 뭐 정치랑 경제를 배우는데 언어
가 도구되잖아. 그러면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전공을 배우는데 나 
이제 언어 배우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한국어학과 들어가면 여기는 언어가 
목적되고 언어를 배우잖아. 또 한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고. 맨날 한국어 
하니까 언어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알고 싶어서”

지윤 “그니까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서 한국어교육과에 온 거구나?”
파루 “조금 고급스럽게 한국어를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고 싶어서.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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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다른 전공 학생들도] 어떤 문법이나 뭔가를 말할 때는 말하지만은 
이게 왜 그렇다 이게 왜 이렇다 설명까지 못하잖아.”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7. 5. 9.

또한 참여자들은 내면적으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나
를 직면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나와 실제 나 사이에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
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여기서 의미있는 발견은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
에서 계속 과거의 나의 경험과 과거의 내 자아가 현재의 한국어 자아와 끝
없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도르네이(Dörnyei, 2009)의 경우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제2언어 자
아 체계에 실제 자아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실제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분석한 결과 자신의 한국어 실제 자아를 인식하는 순간 동기나 목표에 강
한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주로 자신에 한 타인의 평가와 스스로의 평가를 비교하거
나 타인과 자기 자신의 비교를 통해 실제 자아를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자신이 생각하는 실제 자아보다 타인(특히 한국인)으로부터 저평가를 
받는 경우 한국어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버리기도 했다.

수안은 교회 친구에게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다른 외국인 친구와 
비교하여 한국어 말하기 수준을 저평가 받았을 때, 루루는 토론이나 발표 
시간에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한국어 실
제 자아를 한계로 인식해서 일시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하”거나 발화를 “아
예 포기”한 적이 있었다. 

수안 “사실 내가 그(=교회)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아마 말을 안 하니까 그래
서 한국어 수준은 저평가 받는 거지.”

- 수안과의 인터뷰 대화, 2017. 5. 7.

루루 “다른 사람보다 내가 너무 못했어. (…) 생각이 있지만 전달할 수 없어. 다 
잘하니까 나는 만약에 진짜 말을 하면 다들 다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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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생각을 했어.”
- 루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7. 3.

린의 경우에는 학원 내내 자기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항상 나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는 누군가가 있음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린 　“나보다 [한국어] 잘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나름 좀 잘했었는데 그 사
람들을 만났을 때… 나는 사실은 잘하는지 몰랐어요. 나는 늘 친구들 나보
다 더 잘한다고 느껴요 항상.”

- 린과의 인터뷰 대화, 2018. 7. 27.

반면 참여자들은 모어의 수준과 한국어의 수준을 비교하여 한국어 실제 
자아를 인식하기도 했다. 생각 로 표현할 수 있고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모
어에 비교할 때 한국어 실제 자아에서는 상 적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파루는 특히 글을 쓰는 상황에서 모어와 달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
는 한국어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파루 “나 글 잘 써. □국어로. 왜냐면 모어를 진짜 자연스럽게 알잖아. 진짜로 잘 
알잖아. 한국언 아직 모르는 어휘도 많고. 어떻게 따져보면 다 알 순 없잖
아. 겪어보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어떤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부
자연스러운지―물론 대부분 파악이 되지만,―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 있을 
수도 있어.”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7. 31.

유미는 한국어 화에서는 듣기에 집중을 하느라 화를 어떻게 이어나
가야 할지 모어처럼 자연스럽게 알 수 없다는 점이 답답하다고 느꼈다.

유미 “그래도 ◇국어면은 ‘어? 그랬어요?’ 이 정도는 뭔가 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근데 한국어는 그렇게 생각을 못해. 그냥 듣는 거에 집중을 하니까. 뭔가 ‘아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하고.’ [생각하지 못해].”

- 유미와의 인터뷰 대화,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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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루루는 수업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모어에 비해 상 적으로 
자신감도 없고 불안한 한국어 실제 자아를 인식하게 되었고 아예 한국어 
말하기를 포기하기도 했다.

루루 “●국어로 할 때 자신감이 많은데 한국어 하면 (…) ●국어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어. 근데 굳이 한국어로 하면 나 
그냥 자기 생각이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아. (…) 말할 때는 한국어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예 안 해.”

- 루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7. 4. 16.

마지막으로 영어 학습 경험의 경우 한국어 실제 자아를 인식하는 데 도
움을 주기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부정적인 영어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
는 참여자는 한국어가 영어에 비해 상 적으로 실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
거나 “더 잘하는” 데에서 동기를 찾았고, 긍정적인 영어 학습 경험을 가지
고 있는 참여자는 영어 자아의 자신감이 한국어에도 영향을 미쳐서 동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수안은 학교 수업에서 같은 과 친구들에 비해 영어 말하기를 잘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경험 덕분에 한국어는 더 이상 “말을 
못하는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수안 “영어는 말하기는 못해. 말하기를 못하는데 근데 한국어는 주로 말하기로 
공부했기 때문에 말하기는 영어보다 더 잘하는 거야. 영어 말하기보다.”

지윤 “왜 말하기로 배운 거야 그럼?”
수안 “왜냐면 더 이상 이렇게 언어를 말을 못하는 식으로 공부하기 싫은 거야.”

- 수안과의 인터뷰 대화, 2018. 4. 25.

리나는 같은 학습 시간을 투자했을 때 영어에 비해서 한국어를 구사할 
때 자신에게 뚜렷한 실력 향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 한국어 
학습 동기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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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나 영어를 공부하는데 이만큼의 영어밖에 구사를 못해. 근데 나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면 이만큼의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다!”

- 리나와의 인터뷰 대화, 2018. 5. 3.

반면에 린의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에게 가르쳐 줄 정도로 영어를 잘했던 
경험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영어를 배울 수 있
다면 한국어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린　 “친구들이 문학이랑 영어 잘 못해요. 나만 조금 잘하고 있어서 오히려 수업 
다른 친구들한테 영어 가르쳐 주고. (…) 나는 영어 배울 수 있[었]기 때문
에 이 언어(=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

- 린과의 인터뷰 대화, 2018. 6. 6.

연구 참여자들의 이전까지의 삶에서 한국어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추
진력과 동기를 만들어주는 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국어능력시험 통과
하기나 한국에 여행가기, 한국으로 교환학생 가기, 한국어교육전공 학원
에 합격하기 등 한국어와 관련된 목표의 설정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한국어 
학습에 한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하지만 학원에서 논문을 쓰는 과정에
서 연구 참여자들은 나룻배에서 노를 잃고 표류하는 것처럼 동기를 잃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무기력한 상황을 경험했다. 이는 마치 배의 방향
을 잡아주고 나아갈 힘을 만들어 주었던 노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모습이
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어 자아 사이의 불일치를 인식하는 경우 긍정적으
로 동기를 얻는 경우도 있었지만 학원 경험을 하면서 동기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한국어 학습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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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상실하는 경험을 하였다.
수안은 한국어에 한계를 느끼거나 졸업이 쉽지 않았을 때는 고향에서 다

니던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치고” 한국에 유학을 온 것에 해 후회하고 
“정말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했다. 잘 모르는 주제를 한국어
로 말해야 할 때는 말을 하는 것에 한 의지를 잃은 적도 있었다.

수안 “말을 안 하게 되는… 어려운 주제로 나오면 특히 약간 어… 내가 모르는 주
제 만약에 정치 이야기 나오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잖아. 
아는 게 없으면 말 안 하게 되지. (…) 내가 이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까? 아, 안 하는 게 낫다.”

- 수안과의 인터뷰 대화, 2017. 5. 7.

리나의 학원 생활은 거의 한국인에 가까운 한국어를 구사하겠다는 이
상 자아를 목표로 열정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상 자아가 학원 입학 때부터 
분명히 있기는 했지만 장기적인 목표이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목표64)였기 
때문에 이상 자아가 실제 자아와 불일치하는 “한계”를 늘 느꼈다. 하지만 

학원 경험을 하며서 불일치하는 제2언어 자아 간의 간격을 조정할 동기, 
즉 “동력”을 얻지 못했다. 

리나 “한국어를 공부하는 새로운 목표가 없어. (…) 자기 한계를 느꼈지만 그걸 
바꿀 동력이 없었던 거 같애. 그 나도 한 3학기부터는 그렇게 된 거였어. 
나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어.”

- 리나와의 인터뷰 대화, 2018. 8. 9.

루루는 학원에 입학한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어를 잘하는 학우를 보면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상 자아가 있었다. 하지만 리나와 마찬가지
로 이상 자아와 실제 자아 사이의 간격을 줄이기 어려운 한계가 계속되자 

64) 유미도 리나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구사의 목표가 높은 편인 것으로 보인다. 유미의 
목표는 “네이티브처럼 진짜 언어가 막히지 않고 쭉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한국어
를 배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목표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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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한국어에 한 목표와 동기를 모두 잃어버렸고 목표는 오직 졸업이 
되었다.

루루 “학부 때는 목표가 있어. 토픽 고급을 딴다! 그리고 내가 꼭! 장학금을 받는
다! 드라마를 알아들을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런 목표가 많이 있었는데 근데 
진짜 대학원 와서 그런 목표가 없어졌어.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 그냥 졸업. 
(…) 계속 속상해서 막 그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너무 못했어. 이런 생각 너
무 많이 있어서 점점 관심이 없어졌어. 관심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 루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8. 18.

아래의 파루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한국어에 한 
목표를 잃고 무기력한 상태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잃고 헤맴. 또는 일정
한 원칙이나 주관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림”을 뜻하는 표류의 상태로 비유할 
수 있다. 파루와의 인터뷰 화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나룻배” 사진을 보
여주었을 때 파루는 한국어가 방향을 잡고 자신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만큼 안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라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앞으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태주던 한국어가 방향성을 잃자 그
저 그 자리에서 흔들릴 뿐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어라는 노를 쥐고 
고향에서부터 여기, 한국의 학원까지 올 수 있었지만, 학원이라는 바다
에서 목표와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표류 상태를 겪게 되었다. 

파루 “일단은 한국어 나를 살아남게 해주고 있다, 일단은. 근데 어디로 데리고 가는
지 몰라. (…) 노가 없어. 그러면 내가 방향을 정할 수도 없고. 그 말대로 이
거 나룻배잖아. 세게 태풍이 불면 넘어질 수 있어. 아니, 아예 내가 실종될 
수 있어. 아니면 큰 상어가 나타나 가지고 나룻배랑 같이 나를 먹어 버릴 수
도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거 배라고도 못해. 배는 방향 딱 잡고 딱 가니까.”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10. 16.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어 학습에 한 동력을 잃은 이 상태
를 “자기 한계”나 “다른 세계”라는 문구를 통해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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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학기 수업에서 교수님과 한국인 박사과정 선배들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
었을 때 “다른 세계에 있”는 거리감을 느꼈으며, 파루도 박사과정 선배는 
“다른 개념”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또한 현재 참여자들 자신에게 이상적인 
한국어 자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물어보았을 때 참여자들이 다소 모호
하고 굉장히 높은 기준의 한국어 이상 자아를 설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예를 들면, 수업 때 자신이 말하는 한국어의 정확성에 해 말할 때 수
안은 자신은 비원어민 교사이기 때문에 한국인보다 더 정확해야 한다고 했
으며, 파루는 한국인이 될 수는 없지만 “외국인 티”가 나지 않는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을 목표로 했고, 그 외에도 자신의 모어 수준과 한국어 수준이 
일치하는 정도의 높은 기준을 삼았다.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이러한 모호하고 높은 한국어 이상 자아는 오랫동안 한국어를 학습해 온 
참여자들이 한국어 실제 자아를 면하게 된 이후부터 노력해도 간격을 좁
힐 수 없는 “다른 세계”이자 아무리 올라가도 닿을 수 없는 벽이었기에 결
국 참여자들이 지치고 동기를 잃게 하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이 한국어교육전공을 졸업하면 얻을 수 있는 한국어교육능
력 2급 자격증의 실효성도 동기를 잃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주목할 수 있
다. 자격증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으로서 석사 학위만 가지고는 한국
어와 관련된 직장이 연계되거나 사설 학원 이외에 한국어 교사 자리를 얻
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를 참여자들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국어교
육전공으로 석사를 졸업하는 것이 한국어 목표와 관련이 있는지에 한 질
문에 수안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는 답을 해왔다. 이 점은 한국인 석사 
학원생과도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한국인 석사 학원생은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한국어 교사 자리를 외국인에 비하면 상 적으로 어렵지 않
게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외국인은 박사 학위까지 받지 않는다면 
석사 학위를 받은 것만으로는 한국어 관련 진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사실이 한국어 관련 목표를 상실하게 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한국어와 관련된 목표를 상실하고 흔들리는 상태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한국어를 잘 모르는 것이 나중에 학원 졸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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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사가 되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여 두려운 자아를 설
정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특히 학원 수업에서 한국어 교수법과 관련하
여 충분히 연습하지 못하는 것이 나중에 한국어 교사가 되었을 때 자신에
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두려워하는 자아는 학원에서의 실습 수업
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면서 나타났다. 수안과 리나의 경우 실습 수업 때 
학습자를 많이 만나보거나 실제 수업을 진행해 볼 기회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유미의 경우에는 한국어 수업을 직접 실습해볼 기회가 없음을 알게 
된 것이 “졸업하고 실제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에 한 고민으로 이
어졌다. 이처럼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실제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잠시 그들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와 같은 상태가 계속된 것은 아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기 했던 자신의 한국어 이상 자아를 달성하지 
못한 데 동기를 잃고 표류하고 멈추는 데 그치지 않고 두려운 자아를 극복
하기 위해 나름 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망망 해
에서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막막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구조 요
청을 위해 항해사가 무전을 보내듯, 참여자가 스스로 먼저 자발적으로 외부
를 향해 계속 도움을 구했다. 이는 체로 타인과 계속 연결되고 상호작용
을 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학원 안에서 고향 친구와 의논을 하거나 한국
인 동료와 교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학습자를 직접 찾아 나서기
도 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연구 참여자들 부분이 석사 과정을 수료 
및 졸업하기 전에 이미 학원 밖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찾아 한국어를 가
르치는 경험을 했었다는 것이었다.

수안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
만, 학원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실습 수업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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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는 한국어 수업을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시작은 못하고 생각만 있는 상태에서 후배로 같은 고향 출신인 리나
가 오게 되었고 평소 화를 나누다가 리나도 한국어 수업을 직접 해보고 
싶다는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리나를 만나서 한국
어 수업을 해봐야겠다는 목표가 뚜렷해졌는지 묻자 수안은 혼자가 아닌 둘
이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수안 “리나가 온 다음에 둘이 약간 통하고 약간 하고 싶은 일 되게 비슷한 거야. 
그래서 매일 매일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이야기 같이 나누잖아. ‘같이 할
까? 이런 거를 해 볼까?’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거지. 둘이 이런 것도 하
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고 얘기하다 ‘그런 거 하자!’ (…) 시작하기가… 
아이디어 되게 간단한데 시작하기에는 좀 두려울 수가 있어. 왜냐면 이런 
거는 학생 어떻게 구하는지 고민도 해야 되고 혼자하면 ‘나중에 하자’ ‘나중
에 하자’ ‘지금 논문 써야 되는데’. 둘이 같이 하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우
리 이 시간에 이거를 하자’ 할 수밖에 없잖아.”

- 수안과의 인터뷰 대화, 2018. 7. 20.

리나도 수안과의 화 덕분에 한국어 수업을 직접 해볼 생각을 실천할 
수 있었다. 동료가 있다면 혼자 할 때와는 달리 멈출 수 없고 서로 의지를 
다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쳐 보겠다는 목표를 뚜렷이 하는 데 도
움을 얻을 수 있었다. 

리나 “나는 생각만 하면 하는 스타일이었어. 원래는 계속 하고 싶으면 해보는 스
타일이었어. 수안언니도 되게 하고 싶었잖아. 그래서 밥 먹다가 계속 얘기
를 했어. “그럼 해보자!”라고 해서 바로 시작했어.”

지윤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를 하잖아, 미래에 대해
서. 목표가 뚜렷해지는 데 도움이 돼? 대화를 하면?”

리나 “어어 나 혼자 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 그러면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의 의지가 강하면 나도 강해지는 거지. 아마 언니도 비슷할 거야. 언니가 
혼자 하면 또 하다가 멈출 수 있지만 두 사람이 같이 하면은 멈출 수 없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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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같이 하는 일인데. (…) ‘내가 멈추면 그 사람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더 같이 하게 되지.”

- 리나와의 인터뷰 대화, 2018. 8. 9.

그렇게 두 사람은 협력해서 교재를 만들고, 학습자를 직접 구하면서 한국
어를 실제로 가르쳐 보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전부터 상상해 왔던 한국
어 교사로서 자신의 이상 자아에 도달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파루는 학 내 한국어 교육 봉사 동아리를 알게 된 후부터 계속 동아리
에서 학 내 유학생들을 위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동아리는 주로 한
국인 학부생을 위주로 교사가 모집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입장이 아
닌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외국인은 파루밖에 없었지만 자신은 한국어교육
을 전공하고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행사와 교육, 모임에 아이디어를 제
안했다. 한국인들과 함께 떠난 해외 봉사활동에서도 어떤 한국인 봉사단원
보다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앞장
섰다.

유미는 한국어를 직접 가르쳐보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을 채우
기 위해 유미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학원 밖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습자들을 직접 모아서 교사로서 한국어 모임을 주최했다. 전용 SNS 계정
을 만들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모집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직접 만나서 자신의 학습 경험을 살려 가르쳐 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학원에 입학하며 기 한 것에는 새로운 전문 분야를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상호작용하는 과
정에서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도 하고 한국어교육의 실제 모습을 경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어교육전공 학원생 중에서도 한국인과 
달리 외국인인 연구 참여자들에게 한국에서의 교육 관련 경험은 졸업 후 
나중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넘어져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스스로 외부를 향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면서 새
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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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어 자아가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나아갈 방
향을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 그들이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학원 경험 속에서 찾게 된 의미는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가능성을 찾았
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졸업 후에 한국어와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
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적어도 한국어와 함께 했던 
과정을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 상상하고 기 했던 것과 
다른 상황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방황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난 새로운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지평을 넓혀 주었고, 분명
한 목적지나 목표를 찾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어라는 노를 통해서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됐다. 

수안과 리나, 린은 졸업 후 다른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주말이나 평
일 남는 시간을 이용해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한다. 파루와 유미, 루루는 졸
업 후에 한국어 교사뿐 아니라 다른 직업에 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 
학원을 졸업한 뒤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교사가 되기 어려운 현실
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하고 연구 참여자들도 나름 로 타협점을 찾으며 진
로에 한 탐색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파루는 인터뷰 화에서 자신의 
미래에 한 다양한 가능성을 여러 개의 문들로 비유했다.

파루 “문들이 있는데 (…) 하나의 문만 잘 알고 있어. ‘1번 문이 이런 문이다. 이 
문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1번 문만 아는데 1번 말고 
혹시나 3번 문이 열리면 내가 3번 문에 대해 전혀 몰라. 근데 내가 들어
갈 수 있는 문은 3번밖에 없어. 다른 문들이 다시 안 열려. 그러면 어떡
해. 그래서 그 문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10. 16.

하나의 문만 준비하다가 다른 문이 열리면 낭패를 보는 상황에 비해야 
하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전문가가 될지 확실히 알 수 없고 기회가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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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잘 알고 준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연구 참여
자들의 항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동안 한국어를 길잡이 삼아 걸어온 
경험들을 발구름판 삼아 더 큰 도약으로 성장해 내기를 희망한다.

파루 “내가 약간 훌륭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근데 어떤 분야의 
전문간지 아직 나도 몰라. 근데 생각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든 간에 
그거 있어야 돼. 모~~오든 것을 잘 알아야 연결을 잡고. 나 지금 아 나는 
경제학하고 사업하고 싶다. 의학은 나한테 필요없다. 이런 게 아니라. 의학
도 알아야지. 왜 나 지금 햄버거 팔고 있는데 판매가 잘 안 돼. 보니까 의
학적으로 저기서 결과들이 나와있어. 햄버거는 이런 이런 햄을 써. 먹으면 
안 된다라는 효모가 있어. 이거는 의학의 영향이잖아. 그러면은 이것들 알
아야 내가 맞춰서 사업하든 다 연계가 있어서”

지윤 “그러면 준비하는 거네? 무슨 전문가가 될지 모르니까?”
파루 “일단은 다 잘 알면은 나중에”
지윤 “무조건 도움이 되지.”
파루 “기회가 될 때 딱 잡아.”
지윤 “기회가 될 때 잡는다.”
파루 “나 지금 문이 열 개 있는데 어떤 문이 열리는지 모르잖아.”

- 파루와의 인터뷰 대화,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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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인 석사 학원생들의 제2언어 자아
(second language self) 변화 경험에 한 내러티브를 통해 그들의 살아있
는 이야기들을 도출하여, 외국인 학원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제2언어 자아의 의미와 그 살아낸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파
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활용했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방법이다. 더 
나아가 내러티브 탐구의 목적은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경
험을 탐구하는 것이고, 개별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의 이야기
화된 경험을 탐구하는 것이다. 특히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 자신의 자전
적 내러티브는 탐구의 출발점으로서,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맥락적으
로 이해하기 위해 참여자와 연구자가 함께 살아낸 삶과 공유한 경험을 먼
저 제시하는 것이 연구 퍼즐을 생성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도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 참
여자와 관련된 연구자의 경험을 서술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제2언어 자아는 제2언어 습득에 영향을 주는 학습자의 정의적 특성 중 
하나로서, 학습자가 제2언어를 배움으로써 미래에 무엇인가 되고 싶다는 희
망이 투영된 제2언어 이상 자아와 타인의 기 를 충족시키거나 부정적 결
과를 피하기 위해 형성된 제2언어 당위 자아, 제2언어를 사용하는 자신의 
실제 모습으로 여겨지는 제2언어 실제 자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제2언어 자아라는 개념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분절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 속에 나타난 그들의 제2언어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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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 경험의 의미를 맥락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예비 인터뷰 화와 1차 인터뷰 화를 통해 연구 

주제에 해 평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본 경험이 있어서 풍부한 이야기
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기꺼이, 능숙하게, 거침없이, 그리고 충분한 시간
을 할애하여 들려줄 수 있는지 고려하여 선정된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인 
학원생 총 6명이다. 예비·1차 인터뷰 화를 통해 추가 인터뷰 화에 최종
적으로 동의한 참여자는 모두 20  후반(26~29세)으로 한국에 온 지 2년 
이상되었다. 먼저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동안 예비 인터뷰 화를 
실시하여 연구 주제와 연구 퍼즐을 정하는 데 도움을 받았고, 2018년 4월
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 면 면으로 인터뷰 화를 진행했다. 인터뷰 

화는 각 참여자마다 총 3회 이상 회당 50분에서 1시간 반 가량 소요되었
으며, 형식을 갖추지 않고 격식 없이 편안한 화처럼 진행되었다. 녹음된 
모든 인터뷰 화는 전사의 단계를 거친 뒤, 전사된 중간 연구 텍스트를 함
께 읽어 보면서 명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 세 하고 깊이 있게 의논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어 자아의 변화 경험을 무엇보다 시간의 흐름과 장
소, 상호작용 맥락을 중심으로 한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 안에서 내러
티브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경험을 ‘ 학원 입학 
전 이야기’, ‘ 학원 입학 후 이야기’, ‘ 학원 졸업 후 이야기’로 구분한 후 
시기별로 경험한 이야기들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풀어냈다. 연구 참여자
들의 제2언어 자아 변화 경험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수안의 이야기는 학원 입학 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인 한국어를 배
우기 시작한 후 영어가 아닌 한국어에서 성취감을 찾은 수안이 회사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맛”을 느끼고 유학을 결심하며 시작됐다. 학원에 입
학한 후 수안은 “졸업 전 도달할 롤모델을 설정”하기도 하고, “ 학원 밖에
서 겪은 타인의 저평가”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등을 경험한 뒤 친구
와 함께 직접 학습자를 찾아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더 높은 이상 자아”를 설정하고 “한국어가 찾아준 자존감” 
덕분에 다시 영어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다. 이제는 “전문적인 한국어 교사”



- 154 -

가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도전하고 있다.
리나의 이야기는 학원 입학 전, “듣기 좋은 언어”인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후 학과에서 제시하는 “한국어 목표”를 위해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
며 한국어능력시험을 준비하다가 “한국어의 매력”을 느끼면서 시작됐다. 
학원에 입학한 후 리나는 “한국어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나”라는 아
쉬움과 한국어와 관련된 “새로운 목표의 상실”을 느끼면서 “스스로 경험을 
찾아서” 노력하였다. 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잠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어 선생님으로서의 보람”도 느끼고 “나도 한국인처럼 일할 수 있다”는 
한국어 목표를 가지고 “한국어랑 관련된 일”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도전하고 있다.

린의 이야기는 학원 입학 전, 언어에 한 관심으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지만 “한국어 말하기의 상 적 어려움”을 느꼈던 린이 “한국의 교육”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 유학을 결심하며 시작됐다. 학원에 입학한 후 린은 
설레는 시작으로 재미를 느꼈지만 한국어를 알아 듣기 어려워 충격을 받기
도 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재미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학원을 졸
업한 후에는 “아직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고 느끼며 나중에 한국어 교수
가 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파루의 이야기는 학원 입학 전, 다중 언어 환경 속에서 한국어를 배우
기 시작한 파루가 한국어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서 경쟁 의식을 느끼
고 한국어 말하기 회에서 인정을 받으며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한국어 분
야에서 경쟁”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시작됐다.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배우
고 싶어서 학원에 입학한 후 파루는 “경쟁이 사라진 교실” 속에서 목표 
추구의 수단이었던 경쟁심을 상실하기도 하고 말하는 로 쓸 수 없는 것
에서 자아의 불일치를 느끼기도 했지만 학원을 수료한 후에는 “국가 표
라는 자부심”을 동력으로 교육분야의 외교관이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100% 오케이할 때까지” 많은 기회와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다.

유미의 이야기는 학원 입학 전, 제2외국어로 선택한 한국어와 졸업 학
년에 관심을 갖게 된 케이팝 덕분에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을 느껴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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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학원에 입학한 후 유미는 “유학 온 이상 
진짜 한국인이 하는 말”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실제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했다. 그래서 직접 한국어 학습자를 모아서 가르쳐 
보기도 했다. 학원 수료 후에는 목표를 상실한 적도 있었지만 여전히 언
어와 문화를 교류하는 스터디 등에 다니면서 “한국어 관련 경험을 쌓아서 
독립하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고 있다.

루루의 이야기는 학원 입학 전, 외국어 공부와 외국 문화를 좋아해서 
시작한 한국어를 루루가 자신의 진짜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
다가 유학까지 오게 된 것에서 시작됐다. 학원에 입학한 후 루루는 “자연
스럽고 억양도 좋은 고향 친구”를 롤모델로 설정하기도 했지만 “한국어에 

한 불안감”을 느끼고 목표를 상실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망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학원을 수료한 후에는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다양
한 진로를 고려하며 한국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풀어낸 내러티브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만나 중간 연구 
텍스트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연구 텍스트로 구성되었다. 
한국어 자아의 변화 경험에 한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한 
그들의 경험의 의미는 ‘새로운 여정을 위한 승선’,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
다’, ‘노를 잃고 표류하다’, ‘무전을 보내다’, ‘끝나지 않은 항해’라는 비유를 
통해 함축적으로 구성되었다. 

‘새로운 여정을 위한 승선’은 한국어를 만나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삶을 
새로운 경험으로 이끌었던 경험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행을 위해 
처음 배에 오를 때처럼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와 한국어교육전공 학원에 
입학했을 때 높은 기 감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는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의 학원이라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자신의 한국어 자아의 모습을 직면하게 된 경험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상상했던 것과 달리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점과 
실습 수업이 생각보다 적은 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장소를 낯설게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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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인에게 저평가를 받는 경우와 한국어 수준이 모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과거 자신의 영어 자아와 비교하는 경우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됐다. 

‘노를 잃고 표류하다’는 연구 참여자들이 삶에서 이전까지 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동기를 만들어주었던 한국어라는 노를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것
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학원 과정에서 한국어 관련 목표와 동력을 잃고 
무기력해 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이는 모호하고 높게 설정된 한국어 이상 
자아와 한국어교육전공을 졸업한 뒤에도 한국어 교사가 되는 것이 쉽지 않
다는 현실에 영향을 받았다. 

‘무전을 보내다’는 연구 참여자들이 기 했던 것과 다른 상황에서 표류하
는 데 그치지 않고 나름 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바깥으로 상호작용하려는 
시도를 나타낸다. 연구 참여자들은 마음이 맞는 동료를 찾거나 인터넷을 활
용해서 한국어 학습자를 학원 밖에서 직접 찾은 뒤, 교재를 만들거나 수
업을 하는 등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경험을 스스로 시도해 나갔다.

‘끝나지 않은 항해’는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어교육을 전공하는 학원 경
험 속에서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가능성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상하
고 기 했던 것과 다른 상황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방황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난 새로운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의 삶의 지평을 
넓혀 주었고, 분명한 목적지나 목표를 찾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어라는 노를 
통해서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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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에 한 논의는 내러티브 탐구의 개인적, 실제적, 사회적 
정당성에 한 고민으로 돌아와 연구자 개인으로서, 실천적 함의로서, 그
리고 이론적으로서 어떻게 연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 밝히는 것을 통
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정당성이다. “한국인인 지윤도 힘든데 외국인인 우리는 얼마
나 더 힘들겠어?”라는 수안의 말이 깊이 있게 마음에 들어온 후부터 외국인 

학원생을 이해하기 위한 나의 긴 장정이 바로 이 논문이었다. 결국 외
국인 학원생의 삶의 경험에 한 이해라는 이 논문의 목적을 통해서 궁
극적으로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학원 경험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돌
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 그들이 졸업 후 다양한 가능성을 향
해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나도 졸업 후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중에는 자신의 삶에 해 누군가가 신 자서전을 써 
주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학원 경험을 되돌
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었
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처럼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삶에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교육에 전달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 즉 실제적 정
당성은 연구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통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그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어교육
전공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학습자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인 한국어 교사, 예비교사이기도 하다. 한국어교육
전공은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목적을 지닌 전공으로서 구성원에 해당하
는 외국인 학원생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교육 
목표와도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외국인 학원생들의 경험에서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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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점들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교육 환경을 맞추어 나갈 수 있
게 된다면, 앞으로 더욱 전문적인 한국어 교사들을 양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정당성이다.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학으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유학생들에 한 미시적 측면의 접근, 즉 

그들을 한 개인으로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아직까지 상당히 미약한 단계에 
있다. 특히 앞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것을 직업으로 삼고자 배우러 온 한국
어교육전공 외국인 학원생들에 한 이해를 위한 심층적인 연구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처음으로 한국어교육
전공이라는 한정적인 전공의 외국인 석사과정 학원생을 중심으로 그들이 
한국어와 함께 지나온 경험들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이다.

기존의 한국어 학습 동기에 관한 연구에서 제2언어 자아 측면은 소홀히 
다루어져 왔으며, 국내 교육 환경과 상관없이 기존의 서구 이론을 그 로 
받아들이거나 면담을 실시하더라도 설문조사의 보조 수단의 성격에 그쳐 
학습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어 자아 측면에 특별히 주목하였으며 참여자와 심층적
인 면담을 위해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질적 연구의 한
계로 인해 더 많은 참여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례 중의 사례로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외국인 학원생을 참여자로 선정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더 다양한 외국인 학원생을 참여자로 하여 그들이 어떠한 제2언
어 자아 변화를 경험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주목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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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언제든지 연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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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내러티브 생성을 위한 질문은 관심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
며, 참여자의 생애 전반을 상으로 하거나 특별한 시기에 초점을 맞춰 설정하면 된
다(Flick, 2002; 임은미 외 역, 2009: 185-186). 또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면서 
충분하지 않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메모해 놓았다가 다음 인터뷰 화 때 다시 
질문을 던졌다. 

을 허락합니다. 연구가 끝난 후에 녹음 파일이 폐기될 것이며 본인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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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 처음 한국어를 접하게 된 건 언제, 어디였나요?
• 한국어로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되어야지’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나요?
• 한국어로 말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처음 학원에 왔을 때와 비교했을 

때 현재는 바뀌었나요? 아니면 항상 비슷한가요?
• 한국어와 관련하여 롤모델이 있나요?
• (롤모델이 필요 없다는 참여자에게) 롤모델을 정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

가 있었나요?
• (롤모델이 있는 참여자에게) 한국인이 아닌 한국어를 잘하는 고향 사람

을 롤모델로 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이전에 한국어와 관련된 목표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 앞으로 한국어와 관련된 목표가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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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에 온 뒤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 학원에서 상상했던 미래의 모습(예: 한국어 교사)이 실제와 비슷한가

요, 차이가 있나요?
• 교육 실습 수업에서 생각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한국어를 가르

쳤을 때 어떤 점이 새롭게 어려웠나요?
• 가르치는 학생의 목표(한국어 이상 자아)를 알고 나면 가르치는 데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 언제, 어디서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나요?
• 한국어를 써서 어떤 직업을 가지겠다는 직업에 한 목표 의식이 한국

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나요?
• 학과에서 제시하는 한국어 목표가 자신의 한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나요?
• 학원에서 배우는 내용이 실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

었나요?
• (참여자의 한국어 자아의 특성에 해 설명한 후) 이러한 특성이 참여

자의 출신 국가나 출신 지역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 (참여자의 한국어 자아의 특성에 해 설명한 후) 이러한 특성이 참여

자의 성별이나 나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벌어질 상황(예: 부모님의 실망, 취업 실패 등)

이 두려워서 한국어를 열심히 한 적이 있나요?
• 영어를 배우는 과정과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 차이가 있었나요?
• 영어를 말할 때와 한국어를 말할 때 차이가 있었나요?
• 한국어교육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와 과정은 무엇이었나요?
• (한국어 학습 동기가 사라졌던 적이 있는 참여자에게) 한국어를 계속해

서 공부할 동기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한국에/서울에/ 학원에 오고 나서 상상했던 것과 어떤 점이 달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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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Second Language Self Change Experiences 

of Foreign Graduate Students
  

Yu, Ji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foreign graduate students’ second language self by drawing out 
narratives on the personal experiences as foreign graduat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s study used narrative inquiry research method as a main research 
method because narrative inquiry is the most appropriate method to 
research in terms of respecting, understanding, and exploring experience 
as an approach to studying human life, so that it can derive the most 
in-depth meaning of experiences. Specifically, based on the design of 
narrative inquiry, the research was conducted cyclically in the process 
of ‘Being in the Field’, ‘From Field to Field Text’, ‘From Field Text to 
Intermediate Research Text’, and ‘From Intermediate Research Text to 
Research Text’.

A total of six foreign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was selected during the preliminary interviews and the first 
interviews to examine the process of changing their second language 
self based on a relatively similar learning experience. The field text 
was collected mainly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the intermed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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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ext was reviewed with the study participants to form the 
final research text.

The implications of their second language self change experiences in 
the participants’ narratives were implicitly constructed using the 
metaphors ‘For a new journey’, ‘Meeting myself in a strange place’, 
‘Floating after losing one's paddle’, ‘Sending a signal’, and ‘Unfinished 
voyage’. 

‘For a new journey’ means an experience that has led research 
participants' lives to new experiences while meeting their own second 
language selves. The participants had high expectations and goals when 
they first learned Korean and entered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just like boarding a ship for a new journey. 

‘Meeting myself in a strange place’ is an experience where 
participants face a new Korean language self in a strange place―a 
graduate school in Korea. The participants felt strange about the new 
place because there were more foreigners than they had imagined, and 
there were fewer practical classes than they had expected.

‘Floating after losing one's paddle’ means that the participants lost 
their paddle of Korean language, which had previously determined the 
direction of the ship and created motivation in their lives, thus losing 
their goals and powers in the graduate school process. It was influenced 
by the fact that it was not easy to become a Korean language teacher 
even after graduating from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ending a signal’ means that the participants continue to try to 
interact outside to find a breakthrough in their own way, instead of 
drifting away from what was expected. Participants in this study have 
tried their own experiences related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such 
as finding suitable friends or using the Internet to find Korea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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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ers outside graduate schools, making textbooks or teaching classes.
‘Unfinished voyage’ means that participants have found the potential 

to move forward in the future after their graduate experience of 
majoring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lthough they once had a 
difficult time and lost their way, their new experience in a strange 
place has broadened the horizon of research participants' lives, and 
although they have not found a clear destination or goal, they can find 
a wide range of possibilities that they can go anywhere through their 
paddle of Korean language.

Discussions abou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s personal just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life experiences of foreign graduate students and 
ultimately it was time for me to reflect on my own graduate school 
experiences as well as their lives. Some of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looked back on their graduate school experience and thought 
about how to proceed. This has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lives of 
researcher and research participants.

The practical justification is that through the voice of the 
participants, we can understand them and their lives deeply. The study 
participants are members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sometimes the highest level of learners, and sometimes the beginner 
level Korean language pre-teachers.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s 
purpose is to train Korean language teachers, helping foster more 
specialized Korean language teachers in the future. If they can 
understand the new features found in the experiences of foreign 
graduate students, they can adapt to the appropriate education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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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it is social justification. With foreigners coming to Korea 
steadily flowing into the university, the micro approach to overseas 
students, or attempts to understand them as individuals, is still in a 
fairly weak stage. In particular, there is a lack of in-depth research to 
understand foreign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who came to learn Korean as a profession. This 
problem-consciousness means that for the first time, this study focused 
on foreign graduate students in masters' degrees with a limited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discussed in-depth their experiences with 
Korean language self.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understand in-depth the 
process of the second language self change of foreign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hrough this, we could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second language self change experience 
they had. This will contribute to a more detailed and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experiences of Korean language self 
change in foreign graduate students.

Key word: second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eign graduate student, second language self, L2 self, 
Korean language self, narrative inquiry

Student Number: 2015-2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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