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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습득 경험을 외국인들의 목
소리로 직접 들어보고, 이들이 겪은 어려움 및 대처 방법, 직장적응을 위한 
한국어 학습 방법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향후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육 
연구를 위한 토대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
자들이 한국어를 처음 접하게 된 입국 전 과정부터 EPS-TOPIK 시험 통
과 후 한국 입국과 한국에서의 거주 생활 및 향후 계획까지 일련의 경험을 
탐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퍼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입국 전 한국어 습득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입국 후 한국어 습득 경험은 어떠한가?
셋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생활 및 직장 적응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넷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입국 전후 한국어 습득 경험의 한국어 교

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 방법으로는 내러티브 탐구를 사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접근법으로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탐구하기 때문에 연
구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의미를 가장 심도 있게 이끌어낼 수 있다
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러티브 
탐구의 연구 설계 방법에 따라 ‘연구 한가운데로 들어가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현장 텍스트에서 중간 연구 텍스트로’, ‘중간 연구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의 과정을 순환적으로 거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입국 전후 한국어 습득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예
비 인터뷰와 1차 인터뷰에서 경험이 많고 본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
향이 있는 4명을 선정하였다. 주로 심층적인 인터뷰 및 현장 노트를 통해 
현장 텍스트를 수집하였으며, 중간 연구 텍스트를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검
토하여 최종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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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습득 경험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한 경험의 
의미는 우주여행에 빗대어 ‘소행성 충돌을 피하자’, ‘우주로 태워다 주는 우
주선’, ‘중력을 벗어난 무중력의 나’, ‘무중력을 이겨내다’, ‘다시 중력으로’라
는 비유를 통해 함축적으로 구성되었다.

우주에는 정해진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태양계 행성들 외에도 불안정한 
궤도로 운행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소행성이 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
이 우주와 같은 한국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 한국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은 그들에게는 피하고픈 소행성과 같을 것이다. 이들이 낯선 한국에
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생소한 한국어를 
공부하는 모습은 마치 소행성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과 
같았다.

다음 절은 ‘우주로 태워다 주는 우주선’이라고 하였다. 이는 우주로 여행
을 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우주선이 필요하듯이 한국에 가려면 한국입국의 
통과 관문인 EPS-TOPIK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EPS-TOPIK은 외국인 
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입국에 앞서 EPS-TOPIK 합격을 위한 공부에 매진하였다.

그 다음 절의 제목은 안정적인 중력의 상태에서 두둥실 떠올라 다소 불
안정해진 상태의 무중력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생각하며 해당 절을 ‘중력을 
벗어난 무중력의 나’라고 하였다. 우리가 중력 상태에서 편안함을 느끼듯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국에서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우주로 떠날 
때 중력에서 벗어나 무중력상태가 되듯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을 하는 중 마주하는 한국어 어려움과 새로운 충격으로 한국 생활을 
지속할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고민하고 망설이는 불안정한 상태가 됨
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놓여 있었지만, 대부분 한국어를 잘하
는 직장 동료 및 지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들은 연
구 참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국어나 쉬운 한국어로 설명해주며 언어
적 도움을 주었을 뿐만아니라, 우정과 격려를 동반한 심리적인 도움도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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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한국 입국 후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습
을 ‘무중력을 이겨내다’라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야 한
다. 미지의 세계와 같았던 한국에서의 모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마음속에 
간직한 채 모국으로 돌아와 또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를 무중력 상
태에 있던 우주비행사가 ‘다시 중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생활을 하며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근로 계약 후의 미래에 대한 계획 또한 머릿
속에 그려나가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입국 전후 한국어 
습득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이 있는 경험들도 보다 자세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주요어: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육, EPS-TOPIK, 고용허가제, 내러티
브 탐구

* 학  번: 2015-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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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시작: 연구자의 자전적 내러티브1)

“일을 알면 금화 한 닢, 언어를 알면 금화 천 닢”
나의 모국 우즈베키스탄에서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온 속담이다. 학창시

절에 부모님께서는 등굣길에 항상 이 속담을 일러주셨다. 이 속담을 말씀하
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다. 처음에는 이 속담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지금은 좀 이해할 것 같다. 일만 열심히 하면 혼자서 
일만 잘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언어를 알면 나의 일과 능력을 더 많은 이에
게 더 널리 알릴 수 있다. 누누이 들어왔던 이 속담의 의미는 삶을 통해 확
인할 수 있었다.

모태에서부터 나는 모어인 우즈베크어를 들으며 자랐다. 하지만 동네와 
집 근처에는 러시아 민족이 많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밖에서 같이 놀던 또
래들도 주로 러시아 민족 아이들이었다. 그때의 기억이 지금은 가물거리지
만 아직도 또렷이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 당시 나는 5살이었다. 나는 러
시아어를 제대로 못했지만 친구들과 놀고 싶었다. 러시아어를 잘 못했기 때
문에, 친구들은 항상 나를 비웃었다. 그 아이들한테 삐쳐서 앞으로 같이 놀
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세 주변의 내 또래로는 그 아이들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어쩔 수 없이 날 비웃고 무시하는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노력
을 하며 놀았다.

어느 날, 친구들과 놀다가 옆에 있는 한 여자 아이를 가리키며 “Он не иг
рает?(언 녜 이그라예트: 그는 우리와 안 놀아?)”라고 말했다. 갑자기 모든 
친구들이 웃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그 여자 아이를 가리키며, “Он~ Он~ 

1) 연구자의 자전적 내러티브는 내러티브 탐구의 시작점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
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와 연구자가 함께 살아낸 삶 또는 공유한 경
험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연구 퍼즐을 생성함과 동시에 연구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
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본격적인 연구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주제 및 
연구 참여자와 관련된 연구자의 경험을 서술하면서 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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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언~: 그는~ 그는~)”이라며 계속 비웃었다. 처음에 이들이 왜 웃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윽고 이유를 알게 되었다. 러시아어는 문법상 주어의 
성이 있어서, 주어가 남성·여성·중성인지에 따라 문장에 쓰이는 어미도 달
라진다. ‘Он(언: 그는)’은 남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3인칭 남성대명사인
데, 나는 그것을 여자에게 사용했던 것이다. 친구들이 나를 마음껏 비웃고 
난 뒤, 나에게 그 여자아이를 가리키며 “Он(언: 그) 아니고 она(아나: 그
녀)!”라고 했다. 그 때부터,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말을 할 때 늘 조심하
게 되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씩 어떤 일을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나 
역시 비웃음을 당할 때마다, 러시아어와 그 친구들을 싫었다. 러시아어로 
의사소통하는 건 어려웠다. 하지만 주변의 다른 또래가 없어서 어쩔 수 없
이 이 상황에 적응하게 되었다. 그렇게 어려웠던 러시아어도 계속 사용하다
보니 익숙해지게 되었다.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학교를 보냈을 때, 나는 6살이었다. 5살 때부터 우
즈베크어와 러시아어를 모두 읽고 쓸 줄 알았기 때문에 학교에 일찍 가게 
되었다.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 쉬워서 반년만 1학년을 다닌 후, 바로 2학
년으로 진학하였다. 그리고 3학년이 되었다. 3학년 시절은 내게 가장 힘든 
시기였다. 공부가 어려워가 아닌, 같은 반 친구들 때문이었다. 학교에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같은 반 친구들은 나보다 2-3살 더 많았다. 3학년 때 친
구들이 내 나이가 적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나를 매일 괴롭히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계속 형 아니면 누나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나는 거절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같은 반 친구들은 나이 차이가 있어도 형, 누나라고 부르
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친구들의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다행히 나는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려도 공부를 잘했다. 특히 다른 친구들
이 어려워하는 러시아어와 영어를 제일 잘했다. 그래서 왕따를 시키거나, 
괴롭힌 친구들도 저절로 나와 친해지게 되었다. 그 친구들은 숙제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려고 나에게 다가왔다. 이렇게 점점 친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학교생활이 좀 더 편해졌다. 이처럼 친구들과 친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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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던 이유는 언어를 잘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앞으로의 언어 공부
에 있어 큰 영향을 끼쳤다.

우리 반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게 된 한 사건이 있다. 바로 옆집에 사는 러
시아 민족인 ‘나타샤’라는 누나가 있었다. 그 누나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고
학년 선배였다. 예쁘고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누나였다. 나타샤 누나는 옆
집에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나와 자주 놀았다. 어느 날, 같은 반 친
구들과 학교 마당에서 놀고 있었을 때 우연히 나타샤 누나가 왔다. 나를 본 
누나는 나에게 다가와 안아주고 귀여워해줬다. 우리는 러시아어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다. 같은 반 친구들은 모두 나를 부러워하였다. 친구들은 “우
와~ 짱 예뻐! 예쁜 누나! 나도 친해지고 싶어!”라고 말했다.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이때 떠오른 생각은 물리적으로 힘이 세지 않아도, 머리만 잘 쓰면 
힘이 센 사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후 학교에서 나의 인기가 많아
졌다. 내 주변의 좋은 사건들에는 항상 언어의 영향이 있었다. 

같은 반 친구들이나 학교 친구들뿐만 아니라, 동네 어른들도 나를 기특해
하시고 좋아하셨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
어, 그리고 아랍어도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주로 무
슬림이 많은데, 이슬람에서는 기도를 아랍어로 한다. 하지만 어른들 중에서
도 아랍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언어적인 구조
나 문법에 대한 파악 없이 단순히 기도문을 외워서 한다. 따라서 이슬람교
의 언어인 아랍어를 배우고 있는 나를 어른들은 좋아하셨다. 친구들과 어른
들에게 인정을 받은 나는 언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강해졌다.

초, 중, 고 시절이 언제였다는 듯 세월이 빨리 흘러버렸다. 그 후 2018년
에 우리나라 최고 대학인 세계경제 외교대학교에 입학하였다. 1학년 때 학
과 사무실에서 내년에 제2외국어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공지하였다. 그리고 
제2외국어로 어떤 언어를 선택할지 미리 고민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 때
부터 제2외국어로 어떤 언어를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와중에, 아버지의 친구 분께서 대학교 입학을 축하하
러 우리 집에 오셨다. 그분은 한국에서 5년 동안 근로자로 일하고 돌아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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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었다. 언어에 관심이 많은 나는 그분께 한국어가 어떤지 물어보았다. 
그분은 한국에서 5년이나 살다왔지만, 한국어를 하나도 못 배웠다며 아쉬워
하셨다. 나는 원래 머릿속에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사이에 두고 고민 중이었
는데, 이 답을 듣고 한국어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담이 생겼다. 결국 프랑스
어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미리 프랑스어를 한 달 정도 공부해봤지만 너무 
어려웠다. 제2외국어 선택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사는 친한 누나를 만나게 되었다. 누나에게 
인사를 하고 어디에 가는지 물어보았다. 누나는 한국어를 배우러 한국어교
육원에 간다고 말했다. 그곳에서 한국어를 무료로 잘 가르쳐준다고 하였다. 
언어 배우기를 좋아하는 나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무료로 배울 수 있다니... 당장 그날 한국어교육원에 찾아갔다. 하지만, 교
육원의 모집이 이미 마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펐다. 다음 모집 기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였다. 한국어를 배우며 프랑스어
와 한국어를 비교할 수 있었다. 비교해 볼 때, 프랑스어 한 달 공부 내용이 
한국어 공부의 3일과 같았다. 그래서 제2외국어를 프랑스어가 아닌, 한국어
로 결정하였다. 이 때 궁금증이 생겼다.

‘아니, 한국어를 이렇게 다른 언어보다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는데, 아버
지 친구 분은 왜 5년이나 살다오셨는데 하나도 못 배웠다고 말씀하시는 거
지? 5년이나 한국에서 직접 살았으면, 오히려 한국어를 좀 더 빨리 배워야 
하는 게 아닌가?’ 

어느 날, 아버지 친구 분을 한 번 더 만날 기회가 생겼다. 그때 그분께 
“제가 볼 때 한국어는 배우기 너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5년이나 한국
에 사셨는데 왜 한국어를 못 배우셨어요?”라고 여쭈어보았다. 그분의 표정
은 좀 어두워지며, “이건 네가 직접 한국에 가서 일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야. 일, 일, 또 일만 해야 해. 시간이 없어.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라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한국의 근로생활에 대해 궁금해졌다. 그분께 더 질문
하고 싶었지만,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말을 그만뒀다. 안 그래도 아까 말했
던 질문 때문에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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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러 대학교 2학년생이 되었다. 나는 한국어를 학교와 한국어교육
원에서 동시에 배우고 있었다. 한국어교육원 초급반에서 공부할 때, 한국어 
원어민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는 날이 있었다. 초급반은 한국어 실력이 부
족하기에 선생님의 보조 역할로 고급반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함께 왔다. 그 
학생은 선생님의 말이 나오자마자 통역을 술술 했다. 그 학생의 모습이 정
말 부러웠다. ‘나도 어서 빨리 그 학생의 수준을 잡아야지!’라는 동기가 생
겼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2년 만에 한국어가 많이 늘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원의 추천으로 한국의 거제대학교로 유학을 갈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인 친구들은 “거제도에 가서 뭐해? 거
기 시골이잖아.”라며 내가 거제대학교에 가는 것을 반대하였다. 이때 나는 
거제대가 어디에 있고, 어떤 학교인지 이미 사전조사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
에, 서울이나 부산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를 오히려 
장점으로 보았다. 한국에 여행이 아닌, 한국어를 배우러 가는 것이 목적이
었기 때문이다. 거제대에는 외국인 학생이 별로 없어서 한국인과 같은 방을 
쓰고 공부하게 될 기회가 많지만, 부산이나 서울 같은 도시의 학교에 가게 
되면 외국인 학생들과만 지내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

친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제도를 향해 서울 남부터미널에 도착하였
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말을 거셨다. 어디로 가
느냐고 물어보셔서 거제도라고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아이
고, 앞으로 일하느라 고생 많겠네. 정말 힘들겠다. 외국에 와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힘내!”라고 하셨다. 나는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거제대
학교로 공부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머니께서는 “아, 그래? 그럼 
다행이구만. 난 일하러 가는 줄 알았지.”라고 말씀하셨다. 대화를 나눈 뒤, 
아주머니께서는 휴게소에서 맛있게 먹으라며 손에 들고 있던 햄버거 세트
를 나에게 주셨다. 이어서 “우리나라 말을 잘 배워줘서 고마워.”라고 말하셨
다. 이때야말로 내가 한국어를 배운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던 순간이었다. 
앞으로도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드디어 버스를 타고 거제대로 출발하였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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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떠올랐다. ‘아주머니가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러 간 게 다행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지? 한국에서 일하는 게 
이렇게 나쁜 건가? 돈을 버는 건데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버
스를 타고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러한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거제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는 3
급이었다. 학교생활은 재미있었다. 외국인 학생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나,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중국인이었다. 첫 수업 후에 교수님께서 “네 한국어 
실력이 5급 아니면 6급이니?”라고 물으셨다. 사실 처음 받는 질문은 아니었
다. 내 한국어점수는 3급이었지만, 말하기를 잘하였다. 그래서 급수 때문에 
불공평을 느낀 적이 많다. 한국어로 문제없이 말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
어도, 3급이기 때문에 장학금에서 신청했다가 떨어진 적이 많았다. 단편적
인 점수만 가지고, 합격시키는 장학금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높은 
급수는 아니어도, 그 급수보다 더 말을 잘할 수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와의 첫 만남은 시내버스 안에서 이루
어졌다. 하교 후, 시내로 놀러가는 중이었다. 가는 길에 버스에 외국인 2명
이 탔다. 그 분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우즈베크어였다. 오랜만에 모국어를 
들으니 기분이 너무 좋았다. 학교 근처에 우즈베키스탄 친구가 없어서 외로
웠던 참이었다. 그분들과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다. 대화중에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말
했는데, 이 말이 나오자마자 그분들은 한국어를 잘하냐고 물어보았다. 긍정
의 의사를 표현했더니, 그분들의 표정이 너무 밝아졌다. 세상을 다 가진 것
처럼 행복해보였다.

그분들은 “한국어를 잘하니,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라며 도움을 요청
하였다. 그분들은 한국에 온 지 2년이 넘었는데 한국어를 제대로 모른다고 
하였다. 요즘 주변에 일하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이 문제가 많은데 통역
해줄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다고 말하였다. 통역해주면 시간 당 3만원
을 줄 테니 괜찮은지 물어보았다. 나에게 이 상황이 너무 낯설었다. ‘뭐가 
이렇게 어려운 통역이기에, 나 같은 학생에게 시간 당 돈을 주고 통역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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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그 분들은 연락처를 받고 떠났다.
며칠 후, 그분들에게 통역요청 연락을 받았다. 그분들의 직장을 방문하여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통역을 시작하였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만은 일
의 규정상,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10분씩 쉬는 시간을 줘야하는데 주
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른 한국인들은 쉬는 시간을 갖는데, 외국인들은 
쉬는 시간을 안 가지고 일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다. 이를 한국인에게 통역
했더니, 관리자는 이 말을 듣고 좀 화가 났다. “이분들에게 쉬는 시간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은 원할 때마다 쉬잖아요. 원할 때 담
배 피러 가지, 화장실 갔다 오지. 오전에만 해도 벌써 3-4번 이상 쉬었어. 
다른 한국인들은 일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말을 전달했더니, 외국인 근로
자들은 부끄러워졌다.

통역을 마친 후에 정말 놀랐다. 문제가 심각하다며 통역이 너무 급하다고 
나를 불러서 어려운 통역인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기본적인 회화
가 가능한 정도의 통역이었다. 소통의 간단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해 직
장 내 불화로 이어진 점이 안타까웠다. 또한 새로운 깨달음도 하나 얻었다. 
누군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한쪽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문제든 상호작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모두 듣고 고려해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 사건 후, 주변의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도 
자주 통역일로 나를 불렀다.

어느 날, 내가 도움을 준 한 근로자가 전화를 해서 사람이 몇 명 모였는
데 한국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한국어를 왜 배우고 싶은지, 
현재 한국어 실력으로는 일하는데 부족한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E-72) 비자를 받고 싶어서요. E-7 비자를 갖게 되면 한국에
서 가족들과도 살 수 있고, 직장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비자를 받으
려면 한국어능력시험 점수가 필요해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국
2)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 몇 가지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들은 E-7 비자를 받을 
수 있다. E-7 비자를 받으려면 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이주노동자조합 웹사이트: http://migrant.nod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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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 가르칠 때 너무 힘들었다. 목표는 한국어능력시험 2급인데, 이들은 

EPS-TOPIK시험을 합격해 한국에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상황이었다. EPS-TOPIK 수준은 한국어능력시험 2급과 비슷하다. 
그런데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제 한국어 실력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을 보고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EPS-TOPIK은 그
냥 한국에 오기 위해 대충 본 시험이었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
든, 한국에 오기만 하면 됐거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했다. 이
런 사고방식에는 ‘너는 일을 시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우즈베키스탄 문화가 담긴 속담의 영향이 컸다. 그리고 이들은 시험에 
통과해서 한국에 오기만 하면 언어를 잘 몰라도 문제가 없고, 일할 수 있다
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별
로 없었고,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다.

거제대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다시 한
국에 돌아왔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 석사과정으로 돌아오
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한국 생활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겪는지 보았고, 그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였
다. 물론 이전에 정치외교가 전공이었기에 친구들은 왜 갑자기 다른 전공으
로 바꿨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전공을 바꾸지 않았고 답했다. 외교관은 양
국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나라를 대
표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한국에 와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한국인들과 여러 오해나 문제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외교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서울에서도 나를 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
졌다. 그 근로자들은 자주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들의 모임에 초대하였다. 
어느 날, 한 근로자 친구가 도움을 요청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는 말을 통역해달라는 부탁이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아직까지도 내 마음 속에 남아있다. 이 사건이야말로, 외국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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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당시 통역을 돕기 위해 평범한 옷차림으로 인천의 한 공장에 방문했다. 

친구와 함께 사장님께 다가갔는데, 사장님은 친구에게 반말로 “야, 왜 이렇
게 늦게 왔니?”라며 좋지 않은 태도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를 가리키며, 
“얘 누구냐?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니? 왜왔어?”라고 말하셨다. 정말 
당황스러웠다. 처음 본 사람에게 ‘얘’라고 말하다니. 게다가 ‘누구냐’ 등 반
말을 들으니 기분이 나빠졌다. 불편한 마음을 억누르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친구 요청으로 통역하러 왔습니다. 베크라고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그 
사장님은 당황하시며 존댓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나를 외국인 노동자로 
착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내 앞에서는 친구를 향한 말투도 바뀌었다. 그 
날 친구의 일을 해결해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고민하게 되었다.

‘만약 나를 외국인 근로자라고 소개했다면, 내 한국어 실력이 아무리 좋
아도 사장님의 태도가 친구에게 대했던 태도와 같았을까?’ 

어느 날, 통역일로 또 다른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일을 마친 
후 귀국 준비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도와주게 되었다. 그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회사 및 보험사와 함께 서류작성과 정산을 하는데 통역 도움이 
필요했다. 이곳 공장의 분위기는 다른 곳과 달랐다.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관계자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사장님께서는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
해, “이 친구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해요. 우즈벡인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다음 후임으로 노동부에 우즈벡인으로 해달라고 신청해놨어요.”라
며 칭찬을 많이 하셨다. 이때, 정말 당황스러웠다. 여러 현장들을 다니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점점 알게 되었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의 원인에 
대한 궁금증은 쌓여갔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생활의 적응 문제는 직장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
었다. 어느 날 외국인 근로자 친구들과 함께 마트에 가서, 계산 카운터 앞
에 줄을 섰다. 앞에 한국인들이 있었고, 마트 직원은 “한국인들에게 봉투에 
담아드릴까요?”라고 하고 계산 후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대
하였다. 차례가 돌아왔고, 친구 중 한명이 “계산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는



- 10 -

데 직원은 “네, 봉투도 줘?”라고 말하며, “잘 가.” 라고 말했다. 직원의 대답
에 정말 놀랐다. 앞 손님까지만 해도 존댓말을 썼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반말을 사용했다. 친구가 예의 있게 물어봤음에도 반말로 응답해주신 점이 
황당했다. 친구들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한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친구들은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반응을 못하고 있었다. 하지
만, 만약 이 때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여 다
시 그 가게를 방문했다. 지난번처럼 친구들과 줄을 섰고, 마트 직원은 한국
인들에게 친절하게 존댓말을 쓰고 있었다. 차례가 다가와 이번에는 내가 직
접 “안녕하세요. 계산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역시, 이번에도 직원이 반말로 
“네, 봉투 담아줘? 50원.”이라고 말했다. 이런 태도에 화가 나서, 일부러 반
말로 대응했다. “응. 괜찮아. 봉투에 담아줘.” 그러자 직원이 당황스럽고 불
편해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처음으로 “안녕히 가세요.”
라고 말했다. 친구들은 예의를 갖춰 한국어를 사용했음에도 반말의 대답을 
받으면서, 이번에는 반말로 말하니 직원의 말투가 바로 존댓말로 바뀌는 점
이 의아하였다.

반대의 상황도 있었다. 어느 날은 서울에서 친구들과 마트에 갔을 때, 친
구들이 어색한 한국어로 “사장님, 빵 어디 있어?”라고 물어보았다. 직원은 
“저기 뒤쪽에 있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응답해주었다. 이곳에서는 오히려 외
국인이 반말을 말하는 데도, 친절한 말투로 반응해주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한 외국인 친구를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학교를 시흥시로 다니고, 집은 안산이라고 했다. 
궁금하여 “시흥에서 안산까지 한 시간 넘게 걸리는데, 이렇게까지 통학하는 
이유가 뭐야?”라고 물어보았다. 친구는 아쉬운 마음으로 대답했다. “학교 근
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마트나 어딜 가면, 사람들이 나도 외국인 근로
자라고 생각해서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아. 사람들이 나도 외국인 근로자라고 
생각하는 거 싫어. 나한테 계속 반말을 쓰거나 이상한 말투를 쓰잖아. 기분 
나빠.”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안산에서 내가 사는 곳은 대학교 근처라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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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유학생도 많아. 어디가나 학생이 더 많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대우도 좋아.”라고 안산에 사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때 외국인 근로
자들이 받는 대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2017년에 친한 외국인 근로자 친구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 집 주변에 우
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았고, 일주일에 못해도 한 번쯤은 친구들
의 집에 가서 모임을 가졌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파티를 하며 외국인 근
로자들의 삶에 대해, 특히 일상생활 및 직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자연스
럽게 들을 수 있었다.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직접 노동자
의 하루를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있었다.

어느 날 친구가 아파서 결근하여, 친구를 대신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공장일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친구들에게 “내가 
대신 왔는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며 걱정했다. 친구들은 “일이 너
무 간단해. 기계에 뭔가를 넣고 다시 나오면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렇
게 공장에서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만난 사장님께
서 당황하셨다. “엥? 한국어 너무 잘해요.” 사장님께서는 나에게 계속 ‘요’를 
붙이며 말씀하셨다. 다른 외국인에게는 반말을 사용했지만, 나에게만 존댓
말로 말씀하셨다.

일은 친구들 말처럼 간단했다. 한국어를 조금 알아듣고, 주요사항 몇 개
만 알면 하루 종일 같은 일을 한다. 하지만, 재료값이 비싸서 불량을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했다. 재료값만 해도 제품 하나당 2만원을 넘었다. 
그런데 불량 하나를 내고 말았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부담스럽고 어떻게 말
해야 할지 몰랐다. 그 때, 사장님이 와서 “아, 불량 냈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이 하루에 3-4번 이상 생겨요. 특히 외국인 직원들이 제 말을 이해 못해
서 불량 낸 적도 많아요.”라고 말했다. 이때 일을 할 때, 언어를 꼭 알아야 
하며, 언어를 알아야 업무 전달이 잘 이루어지고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
다는 것을 알았다.

그 때 갑자기 고등학교 시절, 우즈베키스탄에서 삼촌이 우리 집 리모델링 
일을 도와준 경험이 떠올랐다. 일을 도우러 지방에서 온 알바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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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간단한 보조 일만 돕고 있었고, 주된 일은 아르바이트생이 하였다. 그
런데 아르바이트생이 재료를 잘못 잘라서 재료 하나가 모자라게 되었다. 삼
촌은 그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혼냈다. “네 하루 일당 다줘도 재료값 안 나
와. 조심했어야지. 지방에서 와서 내 말도 못 알아들어?” 이 일 때문에 외
국인 근로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같은 나라 언어여도 소통이 어
려운데, 외국에서 일하면 낯선 나라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
울 지에 대한 들었다.

드디어 공장에서의 하루가 끝났다. 일이 끝나고,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대화를 나누며,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제점들 몇 가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사장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
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를 제대로 못하는 점이었다. 고용허가제에 따르
면 외국인 근로자 선발 기준은 언어임에도,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온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를 하나도 못했다. 어떤 근로자의 한국어는 “안녕하
세요.”, “감사합니다.” 밖에 모르는 수준이었다. 사장님은 이러한 한국어 수
준의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다. “언어를 
잘하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을 맡기고 집에 가면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
은 언어를 모르니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도 몰라서 일을 맡길 수가 없었
어.”라며 매일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고충을 털어놓았다.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이들의 일을 도와주면서, 외국인 근로
자들이 일을 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알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들의 하루 
일정을 여러 번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들의 한국 및 직
장 생활이 더 편해질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이들의 한국생활이 좀 더 의미 
있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지 않도록, 도와줘야겠다는 마
음을 가졌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중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통해서 양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습득 경
험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 자신의 내러티브
는 탐구의 출발점으로서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연구자가 살아낸 삶과 경험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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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퍼즐을 생성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입국 전후 한국어 습득 경험을 탐
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3)들의 한국 입국 전후 한국어 습득 경험의 의미
와 체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한국
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는 아직 미
흡한 실정이다. 한국어 교육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유학생 및 결혼이주여
성뿐 아니라 잠재적 교육의 수요자인 이들 이주민 집단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은 외국 이주민의 10%에 불과한 결혼이
주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외국 이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근로자
에게는 오히려 소홀하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도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국
어 교육 기관은 시·군·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지
원센터와 비교했을 때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매우 열악하다(김은석, 
2016:1).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어능력시험에 관한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이나 학문 목
적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 같은 다른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과 비교하
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정호진, 2013:101).

박성석, 민병곤(2017)에서도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어 교육에 관한 연구가 주로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주민 집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

3)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정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비
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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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국어 습득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한국 입국 전 습득한 한국어 
지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내재화하였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역경
은 무엇이며, 그 어려움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했는지, 어떤 자기 주도적 의
사소통 전략 및 학습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기존 연
구 중에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요구분석’
이 진행되기도 하였지만,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인 이해라기보다는 설문조사를 통한 단편적인 분석 수준에 그쳤다. 또한 몇
몇의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였지만 설문조사의 보조 수단
의 성격에 그쳤다는 점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과 깊은 분석을 가진 연구들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내러티브 탐
구’ 방법을 통해서 양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습득 
경험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설정한 연구 퍼즐을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입국 전 한국어 습득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입국 후 한국어 습득 경험은 어떠한가?
셋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생활 및 직장 적응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넷째,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입국 전후 한국어 습득 경험의 한국어 교

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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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인 근로자 관련 문헌 고찰

본 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습득 경험을 탐구하기에 앞서 외국
인 근로자에 관한 문헌들을 고찰해 볼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
한 정의를 내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절차 및 고용 정책을 검토한 후, 
한국어 교육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및 정책

1) 외국인 근로자의 정의

외국인 근로자란 자기 모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고용되어있는 사람
을 말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부르는 호칭도 나라 및 기관마다 다양하다. 대
부분의 경우, 외국인노동자(foreign workers),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s), 이민노동자(immigrant workers), 초빙노동자(guest workers), 
단기노동자(temporary workers), 계약노동자(contract workers), 이방인노
동자(alien workers)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외국에서 돈 벌기 위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의
미는 동일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국민 단체나 언
론에서는 외국인노동자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이흥구, 2011:7). 정
부는 「외국인고용법」 제2조4)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칭을 쓰고 있다. 

4) 외국인 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는 자’를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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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 및 EPS-TOPIK

한국에서 정부는 단순기능 인력부족에 관한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하
여, 2004년 8월에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
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는 고용 대상에 따
라 순수외국인(E-9 비자) 대상의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 동포(H-2 
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고용허가제로 나눈다. 특례고용허가제는 재외동
포에게 특혜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준다. 일반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 
국가 비전문 인력이 규정된 절차를 통해서 한국에서 취업을 허가해 준다. 
일반고용허가제 취업 절차는 <표 Ⅱ-1>와 같다.

일반고용허가제 취업 절차 중 한국어능력시험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시험의 목적은 외국인구직자의 한국어능력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정도
를 평가하여 외국인 구직자명부 작성 시 객관적 선발기준으로 활용하고 한
국에 대한 기본이해를 갖춘 자의 입국을 유도하여 한국생활에서의 적응력 
도모하는 것이다. 시험 시간은 50분이며 평가 영역은 읽기(어휘 어법, 실용 
자료 정보, 독해) 및 듣기(소리표기, 시각자료, 대화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내용은 한국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한국어 구사능력, 한국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것
이다.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이며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획득한 응시자 
중 선발인원 만큼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5).

5) EPS-TOPIK에 관한 자료는 EPS-TOPIK 웹사이트(http://eps.hrdkorea.or.kr)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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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일반고용허가제 취업 절차

한국어 능력시험6) 
실시

한국어능력시험 신청·접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희망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송출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원서 작성·제출

※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자만이 응시원서 
접수 가능

평가기준: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 
산업안전에 관한 기본지식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등

합격기준: 200점 만점 기준으로 총득점 80점 이상 취
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및 송부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 중 건강검진을 통과한 자를 대
상으로 구직신청서를 접수 받아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합니다. 

표준근로계약 체결
송출기관은 사업주한테 받은 표준근로계약서를 해당 

구직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표준근로계약서를 전
산으로 회송합니다. 

사전취업교육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능력배양 및 국내 조기적응 유도
를 위해 1주~2.5주간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입국 및 취업교육 
실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외국인취업교육기관 관계자
에게 최종 인계되고 16시간(2박 3일)이상의 교육을 받
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배치

사용자는 취업교육기관(또는 별도 지정된 인도 장소)
을 방문하여 인수한 외국인 근로자를 사업장에 배치하고 
근로를 시작하게 된다.

<표 Ⅱ-1> 외국인 근로자 일반고용허가제 취업 절차

6) 외국인 근로자 선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조기 적응 
유도를 위해 2005년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mployment Permit 
System-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EPS-TOPIK)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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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 관련 국내 연구

글로벌화, 국제결혼 증가 등의 다양한 이유로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수
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수요 역시 더 
높아지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학습 목적 및 동기에 따라 유학생, 결혼이민
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한 한국어교육으로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다. 하
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비
율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에 비해 
미진한 상황이다. 이주민 근로자의 한국어 의사소통이나 그 교육에 관한 연
구는 이주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타 연구들과 비교할 때 양과 질의 
측면에서 모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는 석사 학
위 논문이며, 박사 학위 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은 많지 않다(민병곤, 김종철, 
구본관, 박성석, 박종관, 2017:11). 

본 장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를 
크게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 정책, 현황 및 과제, 교육과정 및 교수
요목, 교재 개발, 문화 교육, 외국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EPS-TOPIK)에 관한 연구로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 정책, 현황 및 과제에 관한

연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한국어 교육 정책, 현황 및 과제
에 관한 연구로는 안희은(2018), 정명혜(2017), 김재옥(2012), 김명광
(2011) 등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한 최근 연구로서 
안희은(2018)은 현재 정부 부처에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
상으로 실시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의 현황 및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
찰하고, 향후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조언 및 제시하였다. 한국
어교육에 대한 세 가지 정책적 방안으로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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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정부 지원 및 부처 간의 협력, 한국어 교육
기관의 확대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질적인 언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사회적 갈등해소 등을 꾀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정명혜(2017)는 한국어교육에 참여하는 부처별로 한국어교육 정책의 현
황을 살펴보고, 한국어교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어교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5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서로 다른 법에 근거한 각 한국어교육 정책 관할 부처의 사업의 중복과 혼
선을 지적하고, 한국어교육을 전담하는 부처의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교육 대상에 따른 한국어 교육기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육의 대
표 브랜드를 육성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셋째, 한국어교육의 현행 지원정책
에 국가별, 사회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여 대상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수립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넷째, 한국어교육 콘텐츠 다양성의 부족을 지적하며, 
국가 수준의 표준교육과정 및 표준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
막으로, 한국어교육 수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
국어교육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김재옥(2012)은 이주 노동자들을 사회 통합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이들
을 위한 정책의 제도화 및 시행할 것을 강조하며,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
로 한 한국어교육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세 가지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이주 노동자들이 고용 허가 제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의 한국어 능력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의 한국 입국 첫 단계를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정책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
다. 다음으로, 현재 한국 입국 후의 한국어 의무 교육 과정이 미비함을 제
시하며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과정을 정책적으로 의무
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7)와 같이 현재 민

7) 독일에서는 600시간의 의무적인 언어 수업을 국가에서 제공하고, 스웨덴에서는 평등, 
선택 자유, 협동의 3원칙 아래 700시간의 언어 수업을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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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체에 맡긴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어 교육을 정부가 직접 관여함으로써 
보다 제도화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명광(2011)은 한국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국외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
으로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의 다양한 환경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단순히 취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
한 몇 가지 보완책을 제안하였다. 우선, 시험의 난이도를 고정하고, 국가 간
의 고용할당제를 완화함으로써 시험이 좀 더 객관화될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 또한 고용 주체와 시험 시행의 분리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
외 한국어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줄어든 20시간의 교육 시수를 환원시키고, 산업 환경에서 활용되는 한국어, 
한국 문화 등의 영역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재편성할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세종학당에 한국어 교육 위탁, 국제협력단(KOICA)의 양질의 
교사 파견 등을 통해 국외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관의 객관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2)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에 관한 연구로는 이혜원

(2019), 박성태(2017), 류영석(2008), 안설희(2003) 등이 있다.
이혜원(2019)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으로써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 전 또는 입국 후 프로그
램에 관한 차별화된 연구의 부재로, 입국 후까지의 각 단계의 특성을 분석
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가 고도화, 세분화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을 직무별
로 구분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

이민자 자국의 모국어 교육과 함께 민족 정체성 강화 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 이
는 이들을 위한 스웨덴어 교육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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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업무에 따른 
직업 목적용 온라인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박성태(2017)는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 중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이 외국인 근로자의 학습목표와 내용을 반영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학습자 및 학습자와 근무 또는 생활하는 동료와 상
사의 요구 조사, 외국인 근로자가 생활하는 지역의 지역어 및 표현, 현장에
서 실제로 자주 사용되는 말하기 중심의 한국어 교육을 반영하여 한국어 
교육 교수요목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학습 대상, 시기, 
기간 등을 고려한 교수요목이 완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교수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의 지속적인 한국어 학
습을 돕기 위해 자가 학습용 교재 및 부교재가 개발될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

류영석(2008)은 취업 전 해외 한국어 학습자 중심의 요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첫째, 이주노동자에게 초급단계의 어휘를 설명할 때 
일상 어휘를 비롯하여 작업 현장 용어를 포함한 그림, 게임 등을 제시함으
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고취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로, 교과서 중심의 
정형화된 언어보다는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 한국어 사용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현지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교사 채용, 현지인 교사 양성 
등을 통해 한국어 문법 및 문형의 구성 원리를 모국어로 설명해 줄 것을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발음 교육,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한국인 및 한국 문화 전반의 학습, 크게 소리 내어 읽는 반
복 학습, 그룹 활동 수업, 각 학생을 고려한 교사의 관심과 칭찬이 필요함
을 제언하였다.

안설희(2003)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국내 거주 이주 노동자의 요구를 분
석하며, 이를 반영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의 자료 구축 및 방향성을 모색
하였다. 이러한 집단의 요구 분석을 통해 교육 목표 선정 및 교수요목을 설
계할 수 있다. 교수요목을 설계할 때는 수업 방식에 대한 선호도,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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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겪는 한국어 관련 어려움 등을 고려하고, 차별화된 이주 노동자 집단적 
특성을 검토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교육 목적 및 목표와 한국어 학습 시 의사소통 상황 및 기능에 대
한 요구를 알아보고, 언어상 어려움을 겪는 정도를 ‘말하기, 듣기, 읽기, 쓰
기, 발음, 문법, 어휘’의 7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교수요목이 설계되
면, 교재를 개발 및 개작하고, 적절한 수업 활동 및 교수 방법의 선택, 단계
별 평가가 이루어질 것을 제시하였다.

3)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재 개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로는 이승희(2008), 구민숙
(2001), 추혜정(2004), 이종선(2009), 장현옥(2008), 정국희(2010), 이혜
원(2015) 등이 있다.

이승희(2008)는 온누리교회 외국인 근로자 한글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교재를 소개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시중에 나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재의 경우 대학 및 학원 교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휘가 한정
되어 있고 문법적인 내용이 취약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한 교재의 필
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한국어 교재가 기존의 대학 
및 학원 교재와는 별개로, 시중의 한국어 교재보다 세밀하고 심도 있게 제
작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고용허가 국가의 공용어 상황을 고려하
여, 영어와 같은 매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교재에 제시된 문법 설명 및 
어휘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구민숙(2001)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한국어 교재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들을 위한 적합한 한국어 교재 제
작을 위한 구성 방안을 탐색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재의 문제점으
로 학습 단계에 적합하게 학습 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은 점, 지나친 
문법 중심으로 제작되어 지역별 현실감각을 고려하지 않은 점, 해설의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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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예문 등이 부족하고 연습 문제의 내용상 타당성이 결여되는 점, 교
재별로 난이도, 어휘량 등의 정해진 체계 없이 차이가 큰 점, 시각적 자료
가 희박하고 듣기용 테이프 등의 보조 자료가 부재하여 학습자의 흥미 및 
동기 유발이 어려운 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상 속 빈출 어휘 및 한
국 문화 관련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보완한 한국어 교
과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추혜정(2004)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 구성을 위해 
학습자 요구 조사를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요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 목적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근로자용 한국어 교재에 얼
마나 반영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또 한국어 교재의 장단점을 학습자의 입장
과 한국어 교사의 입장에서 각각 조명하였다. 이에 따라 수업의 주체자로서
의 학습자, 수업매개체로서의 교재, 언어전달자로서의 교사의 조화를 꾀한 
단원의 구성과 예시를 제시하였다.

이종선(2009)은 한국어 기관을 조사함으로써 여건에 맞지 않는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게 되는 한국어 교실의 현실에 대해 지적하였다. 외국인 근로
자를 위한 교재가 직장 및 업무 위주의 내용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문화, 지식, 상식 등의 내용이 미비되는 점을 타 언
어 기관의 교재와 차별되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직업 목적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용 교재가 일반 목적을 위한 대학 언어 기관의 교재의 
병행 없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장현옥(2008)은 이주 노동자 집단에 대한 방임이 한국어 학습적 측면에
서 나아가 사회적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한국어 문화 교재
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교재와 외국인 근로자 요구를 분석하였다. 
조사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 문화를 접하는 정
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단계별 통합 교육을 
위한 교재의 교수요목 및 단원 모형을 나타내었다. 초급 단계에서는 언어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고급 단계로 갈수록 문화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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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희(2010)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특성상 한국어 교
재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기존의 한국어 교재가 교사와 학습자, 교육현장
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체계적이거나 실용적이
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 역시 부족
함을 지적하였다. 교사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
해 총 4권의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재의 내용 및 특성을 정리하였다.

이혜원(2015)은 실제적인 언어 접근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입국 
초기의 연착륙 기간을 줄이고, 작업 환경 외의 일상생활 환경에서의 언어적 
부분을 보완하고, 가정폭력, 문화적 갈등 등의 언어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생활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
서 직업목적의 생활한국어의 개념과 조건을 정립하고 외국인 근로자용 한
국어 교재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생활한국어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요
구 조사를 통해 교수요목 및 교재를 구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언어적 지식을 전달하는 용도가 아닌 생활밀착형을 위한 한국어 교재 및 
직업분야별, 지역별, 수준별, 여성 근로자 대상 등을 위한 특화된 교재의 필
요성을 제안하였다.

4)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 교육

현재까지 한국어 문화 교육에 관한 논문들은 적은 편이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 교육에 관
한 연구로는 황재웅(2004), 최정희(2011), 백봉자(2006), 장현옥(2008) 
등이 있다.

황재웅(2004)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적절한 한국어 문화 교육과 학습
을 통해 이들의 언어 소통 문제 및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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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국어 교재에 비해 문화 교육이 훨씬 뒤떨어져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으로 크게 문화 교육의 요소, 문화 교육의 
단계, 그리고 문화 교육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문화 수업의 모형과 절차를 개발하고, 이를 문화 내용적 요소와 결합
하여 교재를 구성하고 실제 수업을 통해 그 실효성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정희(2011)은 국내로 유입되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관련 자료와 교육 정책을 분석함으로
써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의 문제점 및 지원 방안
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원리와 이를 뒷받침한 학습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한 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
들의 한국어 수준이 기초적인 발음 읽기 및 듣기에 머무르는 것을 지적하
며, 이들의 입국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귀국 후까지 철저한 한국어와 한국문
화 교육이 이루어져야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지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
재의 수정 및 분석과 직업 목적용 한국어 교재 제작될 필요성을 주장하였
다.

백봉자(2006)는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이 중요함을 밝히며, 문화 교
육 자료의 기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문화 교육 자료의 개발에 대한 
9가지 원리를 설정하였고, 문화 자료의 종류 및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문화 교재의 구성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료
를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현옥(2008)은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며 겪는 가장 큰 어려
움을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 및 갈등임을 지적하며, 이들의 한국 
생활을 돕기 위해 집단 목적에 맞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4가지 
원리를 학습자의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한 학습 목표가 설정될 것, 한국 문
화와 한국어 통합 교육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할 것, 한국 문화의 이해를 
돕도록 할 것,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직장 및 일상생활을 포



- 26 -

괄한 내용이어야 할 것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어 문화 교육을 위한 주요 내
용 및 개발 원리 외에도 학습 목표를 설정 및 교수요목을 작성하여 실제 
단원 모형을 제시하였다.

5) 외국인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관한

연구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외국인 고용
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관한 연구로는 김영광(2017), 이
미혜(2016), 정호진(2013), 유준영(2010), 김유정(2008) 등이 있다.

김영광(2017)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어휘 교육에 있어서 EPS-TOPIK
의 목적 및 근거와 제도가 중요함을 언급하며, EPS-TOPIK에 관한 문제점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EPS-TOPIK의 수준이 초급임에도 불구
하고, 내용상으로 중․고급 이상의 수준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
으로 교재의 일반 및 특수 직무 관련 내용이 지나치게 어려운 어휘로 구성
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일반 시험과 특별 시험간의 내용이 유사
한 점이 많아 차별화되지 못한다는 점과 1-3개월가량의 시험 대비 교육 
기간을 고려할 때, 그 학습량이 방대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PS-TOPIK 
대비 교육, 입국 전의 사전 취업 교육, 입국 후의 취업 교육, 사후 외국인력 
지원 교육의 단계로 구분하여 단시간에 다량의 어휘를 학습해야 하는 어휘 
교육의 실태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미혜(2016)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EPS-TOPIK을 단순히 합격을 목표
로 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향후의 언어실력 향상에 동기부여가 되지 못한
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어능력 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
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EPS-TOPIK의 문제점으로는 EPS-TOPIK이 
기능 및 역할 수행에 있어 단순히 인력 수급 조절 도구로만 활용되고 있는 
점, 특별한국어능력시험이 TOPIK을 임의로 변형하여 개발되었으며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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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보기 어려운 직무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어 능력의 평가도구로 TOPIK을 연계하지 않고 EPS-TOPIK만을 인정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EPS-TOPIK의 발전 방향으로 한국어 평가 제
도를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수정하고, 재입국자의 한국어 능력 평가를 위하
여 특별한국어능력시험 외에도 TOPIK 성적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한국어 시험과 직무 능력 평가를 구별할 것, EPS-TOPIK과 TOPIK의 
연계를 꾀하여 시험의 공인 타당도 및 한국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장하였다.

정호진(2013)은 한국어 능력 평가 도구인 EPS-TOPIK의 신뢰도, 타당
도, 실용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EPS-TOPIK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
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EPS-TOPIK의 발전 방안으로, 외국인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기관에 대해 인증제를 도입할 것, 의사소통 
실력을 측정하기 위해 말하기 시험을 도입할 것,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특
수형 세종학당을 증설하여 직업 목적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것, 
EPS-TOPIK 고사장의 시설을 개선 및 점검, 시험의 정기적인 실시, CBT
방식의 활성화를 지원할 것, EPS-TOPIK의 난이도를 상향 조정할 것, 
EPS-TOPIK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리위원회를 상시 임기제
로 운영할 것, 다양한 EPS-TOPIK용 교재 및 부교재를 개발할 것을 제안
하였다.

유준영(2010)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KLT)과 실무 한국어
능력시험(B-TOPIK)의 문항을 분석하여 취업 목적용 한국어 시험들이 평
가 목표와 맞게 시행되는지를 영역별로 기능, 텍스트, 주제로 나누어 논하
였다. 취업 목적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평가 목표, 평가 
체제, 출제 문항, 관리 체제의 4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구체
적으로는 다양한 직종을 위한 문항 및 직장생활에서 사용되는 실제적인 문
항 구성, 시험의 정기적인 실시, 시험 통합에 따른 문제 유형 변화 및 수험
자의 혼란 방지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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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2008)은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의 3개국을 중심으로 EPS-KLT
의 목적 및 기능을 검토하고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EPS-KLT
의 발전방향으로 시험의 정기적 시행 등의 정책적 측면으로 보완할 것, 시
험감독관 교육 강화, 모의시험 실시 등을 통한 평가 신뢰도를 높일 것, 
EPS-KLT를 위한 다양한 교재의 개발 및 특수목적 한국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시험 결과를 분석한 내용 및 타당도를 반영하여 검토 및 조정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적으로 시험 시행 지역의 확대 
및 시험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 관련 국내 연구를 외국인 근로자
의 한국어 교육 정책, 현황 및 과제, 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교재 개발, 문
화 교육, EPS-TOPIK로 구분지어 살펴보았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위
한 한국어 교육은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
자들의 한국어 교육 습득에 관련된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목소리로 심
층적인 논의를 이끌어내는 내러티브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습득 경험을 이전의 연구들과 달리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보다 심도 있는 내러티브 방식으로 이끌어낸 연
구의 출발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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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내러티브 탐구

1)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이해

Connelly와 Clandinin의 내러티브 탐구는 1990년 미국의 교육 연구 분야
의 대표적인 학회지인 ‘Educational Researcher’를 통해 처음으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질적 교육연구 방법의 하나
로서 개념화 되었다. Connelly와 Clandinin(2006)은 다음과 같이 내러티브 
탐구를 정의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신의 삶을 형성해 가
며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자신에 삶을 해석한다. 이야기는 사람들이 세상으
로 들어가기 위해 통하는 하나의 관문이며 이러한 관문에 의해 세상에 대
한 그들에 경험이 해석되고 개인적으로 경험의 의미가 만들어진다. 내러티
브 탐구는 경험을 이야기로 탐구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경험에 대한 사고
방식이며 연구 방법으로서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경험을 현상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탐구 설계

내러티브 연구 방법은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주요 사건을 다루거나 내러
티브 스케치를 하기 위해 묘사적 기술들 – 장면, 줄거리, 등장인물 그리고 
사건 – 을 적용한다(Connelly & Clandinin, 1990). 내러티브 연구는 인간 
중심적 관점 – 학생, 교사, 교수자, 환자, 피고용인 혹인 이와 같은 연구에 
관련된 다른 이들의 관점-에서 복잡성을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내러
티브 스케치나 중요한 사건의 본질을 이루는 자료 획득 기술이란 주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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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의 줄거리 구조와 장면, 시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사, 관찰, 면접, 기
록, 대화 등 모두가 포함될 것이다. 내러티브 틀은 이 모든 기술을 통해 모
인 자료의 과잉을 조직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Webster, L., & 
Mertova, P, 2007). 

본 연구의 설계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입국 전후 한국어 습득 경험
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클랜디닌(Clandinin, 
2016)이 서술한 4가지 핵심 용어 및 내러티브 탐구를 설계 시 고려해야 할 
7가지 사항들을 참고해서 <표 Ⅲ-1>과 같이 설계하였다. 

내러티브 탐구 설계
연구 한가운데로 

들어가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현장 텍스트에서 

중간 연구 
텍스트로

중간 연구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 협
상
◆연구 목적 협상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하
는 시간, 장소, 공
간 형성 및 이야
기하는 방식 협성
◆연구 퍼즐 형성 
및 문헌 고찰

◆연구 참여자와 
3번 이상 인터뷰  
실시
◆현장 텍스트 수
집: 인터뷰 전사
본, 참여자들과 다 
같이 모임을 가졌
을 때의 대화 일
지, 연구자가  참
여자의 현장 직접 
경험 일지, 연구 
일지, 필기 노트 
등
◆동료 연구자(대
학원생 2명)와의 
면담을 통해 내러
티브의 하위 주제
와 경험의 의미 
분석 내용을 함께 
검토함

◆내러티브적 사
고로 분석 및 해
석하기
◆내러티브 탐구
의 삼차원적 공간
에서 작업하기
◆참여자와 연구
자가 내러티브를 
공동으로 구성하
기
◆참여자와 연구
자가 의미의 다중
성을 협상하기
◆현장 텍스트 추
가 수집 및 수정 
보완

◆삼차원적 공간
의 시간성, 사회
성, 장소가 드러나
도록 최종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연구 목적과 연
구 퍼즐에 부합하
는 내러티브 선택
하기
◆개인의 경험을 
사회적, 제도적, 
가족적, 문화적, 
언어적 내러티브
의 큰 맥락 안에
서 보기

<표 Ⅲ-1> 탐구 설계

또한 내러티브 탐구는 정확한 정의 또는 답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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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구조화하는 것보다 궁금한 것을 중심으로 구성됨으로서 ‘연구 문제
(questions)’ 대신 ‘연구 퍼즐(puzzles)’이라는 용어를 쓴다. 연구 퍼즐은 
“탐색- ‘재탐색’- 또 다시 재탐색의 과정을 고려하는 감각” ... “지속적 재
구성의 관점을”을 가지고 진행된다(Clandinin & Connelly, 2000:124). 질문
에서 내러티브로 전환은 내러티브 탐구가 다른 연구 방법론들과는 다르다
는 것을 명백히 하도록 해 준다. 

2. 연구 실행 과정

1) 연구 참여자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 및 교류가 지속되는 협력적 연구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여자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크레스웰(Creswell, 
2013; 조흥식 외 역, 2017: 183)에 의하면 내러티브 탐구자는 접근이 가능
한 주변인 중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정보를 기꺼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어떤 개인이 참여할 것인가’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깃거리가 있다’는 태도로 내러티브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친구 관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선정하였다. 참여자 중 한 명은 연구자와 함께 생활하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연구자와 같이 생활하는 참여자의 친구이다. 연구 참여자들과 같이 지내면
서 연구자들의 한국 생활 및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을 기회
도 많았다. 연구자로서 그 내용들을 연구 일지 및 현장 노트로 수집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했다. 따라서 참여자와 면담을 가질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
계에 있어 참여자들의 생활 속에도 있었다는 점이 본 연구에 다른 연구들
과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의 또 다른 차별점은 연구자가 외국인 근
로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고용주(사업주)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장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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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참여자로 <표 Ⅲ-2>와 같이 총 4명을 선정하였다.

이름 
(가명)

나이 
(2019년 

3월 기준)
국적 한국에 

처음 온 해 학력 기타
(언어 능력)

도니 28세 우즈베키스탄 2015년 고등학교 졸업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알리 34세 우즈베키스탄 2013년 고등학교 졸업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벡 27세 우즈베키스탄 2016년 고등학교 졸업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노들 33세 우즈베키스탄 2014년 고등학교 졸업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

<표 Ⅲ-2> 연구 참여자 정보

  

또한,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의 경험이 다른 한국인 경험과는 어떻
게 차별화되는지 알아보고, 한국인 관계자 및 연구자의 관점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한국어교육
전공 소속의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한국인 및 외국인 대학원생 2명과 연
구 참여자를 잘 아는 한국인 친구, 그리고 대학 내 한국어 교사인 동시에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방문 강사인 한국어 교사에게도 면담을 요청하였
다. 이들은 같은 학문 공동체에 소속되어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자이기에 
연구의 타당성에 대한 의의가 있는 조언을 얻을 수 있었고, 한국어 현장 강
사 및 한국인 친구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습득 경험에 큰 영향을 
주며 그들의 곁에서 바로 관찰하고 경험을 공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연
구 참여자인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풍부하
고 내러티브를 제3자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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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에게 조언을 얻어 본고의 하위 주제 및 내러티브 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들의 정보는 <표 Ⅲ-3>과 같다.

이름 
(가명) 국적 직업 기타

수진 한국 대학 한국어 
교사 

외국인 근로자 현장 한국어 
강사

리리 중국 박사 재학 질적 연구 수행 경험 있음

유미 한국 한국어 강사
외국인 한국어 교육 경험 및 

내러티브 연구 수행 경험 
있음

다은 한국 교육 기관 인턴 연구 참여자 일부와 친분이 
있음

<표 Ⅲ-3> 연구 내용 검토 참여자 정보

2) 현장 텍스트 수집 및 분석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의 경험, 2018년 1월부
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실시한 예비 인터뷰를 바탕으로 면담 질문을 구체
화하였다. 면담 질문을 구체화한 후,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에 걸
쳐 참여자와 면대면 면담을 진행하여 현장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또한 참여
자의 집과 직장도 방문하여 그 환경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작성한 현장 노
트 내용도 현장 텍스트에 추가하였다. 면담은 참여자마다 총 3회 이상 실시
하였고, 1회당 30분에서 1시간 반 가량 소요되었다. 참여자의 경험을 되돌
아보고 이를 연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면담을 자유 대
화처럼 비형식적으로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의 경험은 주요 사건을 통해 내러티브를 분석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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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내러티브의 
핵심 주제

내러티브의 중위 주제
내러티브의 
하위 주제

내러티브 
분석 내용

참여자 
내러티브 
특성을 

나타내는 주제

입국 
전

입국 전 한국어 습득 경험

중위 주제 분석 
내용 관한 하위 

주제 분류

각 하위 주제
에 대한 내러
티브 내용

EPS-TOPIK 준비 과정

입국 
후

입국 후 한국어 관련 어려움

한국어 어려움에 대한 대처 
방안 및 동기 부여

한국어와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

법(유지윤, 2019)을 참고해서 <표 Ⅲ-4>와 같이 설계해서 이에 대한 결
과는 Ⅳ장에서 기술하였다.

<표 Ⅲ-4> 내러티브 내용 분석 설계

자료 분석은 대화 인터뷰의 전사 기록으로 수집한 현장 텍스트를 반복해
서 읽으며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내러티브 패턴, 줄거리, 주제 등을 찾아내
어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자료를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연구 퍼
즐과 관련된 이야기를 추려내고, 반복되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을 묶어나
갔다. 그리고 각 이야기에 담긴 내용을 잘 표현하는 주제어를 뽑아냈다. 최
종 연구 텍스트는 중간 연구 텍스트를 참여자들과 논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연구자가 다시 이야기(re-telling)하는 방식으로 구
성하였다. 연구 텍스트를 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참여자들과의 협의는 연
구의 타당성 및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재구성된 이야
기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입국 전후 한국어 습득 경험에 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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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찾아내고, 교육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의 입국 전후 한국어 습득 경험을 알아

보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
)8)’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접근
법으로, 우리 삶에 함께 살아있는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탐구한다
(Clandinin, 2016: 17). 또한 연구자의 지속적인 반성과 세심한 관찰을 통
해 연구 참여자의 깊이 있는 목소리를 이끌어내는 데 적합하며(민진영, 
2014: 45-46), 참여자의 의식 고양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참여자들의 목
소리를 반영하는 연구 방법이다(Creswell, 2013; 조흥식 외 역, 2017: 44).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탐구는 다양하고 복잡한 삶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20세기 초까지 주요한 패러다임이었던 실증
주의가 인간의 경험을 객관화·보편화하는 데서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새롭게 주목받게 된 방법이 바로 내러티브 탐구이기 때문이다(김영천·이
현철, 2017: 79). 

3) 윤리적 고려

윤리적 문제는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 수행하기 전과 수행하는 동안뿐
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클랜디닌과 코넬리(Clandinin & Connelly, 2000)는 윤리적 문제는 윤리 
검열 양식을 기입하고 연구를 위해 승인을 받을 때 일회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윤리적 문제들도 
바뀌거나 변한다. 따라서 윤리적 문제는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8)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는 인식론적, 존재론적 가정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내러티브 분석 또는 내러티브 연구(narrative research)와는 차이가 있다. 즉, 내러티브 
탐구는 단지 다양한 표현 형식 중 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경험을 연구 참여자와 연구
자에 의해 내러티브하게 구성되는 현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방법론(method)이자 
현상(phenomenon)이기 때문이다(Clandinin, 2013; 염지숙 외 역, 2015: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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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erman(1994)은 자료 분석에 있어 연구자가 고려해야 할 윤리적 문
제들을 [그림 Ⅲ-1]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Ⅲ-1] 윤리적 고려(Huberma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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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고, 가명을 쓸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와 의논하여 되도록 개인 정보를 
추론할 수 없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중
간 연구 텍스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특정한 경험에 대한 부분이 연구 
참여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하진 않는지 거듭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
쳤다. 만약 국적을 추론할 수 있거나, 그로 인해 연구 참여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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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한국어 습득 경험 

이야기

클랜디닌과 로지엑(Clandinin & Rosiek, 2007: 42-43)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내러티브 탐구에 대한 초점은 단순하게 개인의 경험
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이 구성되고, 형성되고, 표현되고, 실행
되는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내러티브에도 주어진다. 내러티브 탐구자는 세
계 속의 개인의 경험을 연구하는데, 이 때 경험은 삶 속에서 전달되는 이야
기이며, 듣고, 관찰하고, 함께 생활하고, 쓰고, 해석한 텍스트에 의해서 연
구되어질 수 있다(Clandinin, 2013; 염지숙 외 역, 2015: 21 재인용).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 입국 전후 한국어 습득 경험 이야기를  
참여자와 함께 해석하여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내러티브는 사건 중심의 연구 도구이며, 주요 사건들과 그 사건들을 둘러
싸고 있는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연구 주제를 적절하게 묘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요 사건들에 관한 기억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정을 택하게 한다(Webster,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집된 현장 텍스트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한국 
입국 전후 한국어 습득 경험에서 나타난 주요 사건에 주목하여 내러티브를 
기술하였다.

1. 도니의 이야기: 남자니까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1) 한국 입국 전 이야기: 기다리고 기다려온 한국어 시험

(가) 한글이 너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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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니는 한국에 온지 4년차가 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근로자이다. 
도니는 부모님과 남자형제 한 명, 그리고 여자형제 두 명이 있다. 한국에 
오기 전 도니는 “어렸을 때부터 법대를 졸업해서 훌륭한 판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판사가 되는 꿈을 접고, 고등학교만 졸업한 후 한국
에 오게 되었다. 도니가 평소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차에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며 주위 친척을 통해 한국에 대해 많이 
듣게 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다. 또한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과 
한국이라는 외국 생활에 대한 호기심도 작용하였다.

베크조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어?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있
어?”

도니 “우즈벡 TV에서 한국드라마가 많이 방영 돼서, 예전부터 드라마를 보
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겼어. 그러다가 한국을 다녀온 삼
촌이 우리 집에 2주 정도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그 삼촌이 한국생활
에 대해 조금씩 말해줬어. 삼촌이 한국문화가 좋다면서, 한국에 대해 
일일이 알려줬어. 나도 노동자로 가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해
주셨어.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에 점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 시
골에 살아서 새로운 것들도 보고 외국 생활도 하고 싶어졌어. 또 우
즈벡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 제대로 못 놀아.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도 부모님 눈치 보여서. 그런데 내가 한국에 있으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혼자서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한국에 가
기로 결정했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6. 3. 

삼촌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도니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
이 생겼다. 하지만 한국어를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할지 몰”랐다. 택시 운
전을 하던 도니는 우연히 한국어를 배우러 가는 손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손
님들을 통해 한국어 교육 기관을 알게 되었다. 도니는 “그날 당장 등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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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도니는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한글 배우기를 
가장 좋아했다. 도니에게 한글은 모국어인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와는 다르
고, 예쁘게 보이는 이국적인 글자였다. 그래서 도니는 한글로 글씨를 쓰는 
것을 뿌듯해하며 흥미를 가졌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일 좋았던 시간은 한글을 배울 때였어. 왜냐하면 한
글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야. 신기해보이기도 하고. 한글이 예쁘게 보여서 
내 이름도 한글로 써보고, 써보고 싶은 단어가 꼭 한국어가 아닌 우즈베크
어라도 한글로 써봤어. 내 자신이 진짜 자랑스러웠어. 한글은 모양이 우즈
베크어, 러시아어랑 너무 달라. 그래서 내가 새로운 뭔가를 발명했다는 느
낌이 들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어려운 글자로 글을 쓸 수 있어서 
좋았어. 그래서 한글로 뭐라도 써보려고 연습을 많이 했지.”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9. 2. 

도니는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일주일에 3번 한국어 수업을 받았다. 한국어 
교육 기관에는 한국어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배우기 때문에, 도니는 “주변
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수업 때 “정답을 맞히면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해주니 칭찬을 더 받고 싶어서” 공부를 하
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시간 외에는 도니는 지인이 준 사전을 통
해 스스로 한국어 공부를 하였다.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사이에 뜻은 달라도 
발음이 비슷한 어휘들이 많다는 점에 흥미를 느껴 사전을 통한 학습을 지
속할 수 있었다. 또한 도니는 “어렸을 때부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것을 좋
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계획된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원할 때 볼 
수 있고, 찾고 싶은 단어를 배울 수 있”는 자율적인 사전 학습이 잘 맞았
다.

베크조드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말고도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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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니 “응. 집에서도 공부했어. 한국에 다녀 온 이웃집 형이 있는데, 형한테 
한국어를 혼자서 어떻게 더 배울 수 있을지 물어봤더니, 한-우-한 
사전 하나를 줘서 집에서 그 사전으로 한국어를 공부했어. 사전 뒤쪽
에 간단한 회화나 기본 문법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어. 계속 사전
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 한국어에 뜻이 달라도 우즈벡 
발음과 비슷한 단어가 많이 있어서 끝까지 읽게 되었거든. 재미있어
서. 예를 들면 한국어로 ‘나비’는 곤충 이름이지만, 우즈베크어로는 
사람 이름이야. 또 한국어로 ‘감옥’이 우즈베크어로도 ‘감옥’이라서 신
기했어. 덕분에 단어도 많이 알게 되었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9. 2.

도니는 한국어 듣기 및 말하기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 도니는 친구의 조
언을 통해 한국어로 된 영상 및 음악을 자주 접하였다. 이로써 책으로만 배
우는 한국어 공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다. 본격적인 시험공부는 
한국 경험이 있는 지인을 통해 한국어 능력시험(EPS-TOPIK) 기출문제를 
보며 공부했다. 

“우즈벡에서는 한국어를 이론적으로만 배웠고, 실용적으로 사용하면서 배
워본 적이 없어. 한 친구가 한국어로 된 동영상이나 음악을 들으면 한국어
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을 해줬어. 그래서 그 친구 말을 듣고 실
천해봤지. 이게 도움이 됐어.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몇 가지 단어라도 알
아들을 수 있게 되었어. 이 정도라도 만족스러웠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9. 2.

도니는 한국어가 생소하여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
다. 스스로 관심을 갖고 있던 한글에 대한 수업은 즐거웠지만, 이후 한국어
에 어려움을 느끼며 학원 수업에 집중을 못할 때도 많았고 언어 학습에 대
한 관심도 잃게 되었다. 또한 도니는 한국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한국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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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공부하는 한국어와 다르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 한국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베크조드 “한국어를 배울 때 뭐가 어려웠어?”
도니 “처음에 한글 배울 때는 재미있었는데, 언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졌어. 

수업 중에 자주 지루했고 많이 졸았어. 그러다보니 언어를 배울 자신
감이 떨어져서 배우기 힘들어졌어. 또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나한
테 계속 한국어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했어. 어차피 여기서 배우는 거
랑 한국에서 쓰는 한국어랑 달라서 시험만 합격하면 된다고, 거기서 
저절로 다시 배우게 될 거라고 말했어. 그래서 한국어가 어려워서 배
울 자신이 없었는데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국어 공부가 
힘들었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9. 2.
 

그럼에도 한글에 대한 애정은 도니가 한국어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고, 계
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도니는 한글이 마치 다른 사람은 읽
을 수 없는 나만의 비밀글자처럼 생각하며, 한글 쓰기를 즐거워했다. 그래
서 도니는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도 한국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
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꼈다. 한글에 대한 관심은 한국어 실력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글 단어를 따라 쓰면서, 그 의미를 알아보다 보
니 단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국어 공부는 너무 어려웠지만,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한글이 신기하고 
예뻐서 계속 쓰게 됐어. 다른 사람들이 못 읽는 글자를 쓰는 게 너무 신기
해서... 한국어에 계속 관심을 갖고 배우게 되는 이유는 한글이야. 한글로 
글을 쓸 때 다른 세계에 있는 느낌이어서 좋았어. 우리나라 글자와는 완전
히 다른 글자를 쓰고 있어서 ...(중략)...한글을 좋아한 게 한국어를 배우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어. 한국어와 문법이 어려웠지만, 사전이나 어딘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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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로 되어 있는 걸 찾고 쓰게 되니까 머릿속에 단어가 많이 들어왔
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9. 2.

(나)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응시하기 위해 ‘지
똔’9)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도니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보다 지똔을 받
기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도니는 지똔을 받는 데 두 차례 불합
격을 받았고, 세 번째 시도 끝에 지똔을 받아 한국어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
다. 도니가 지똔을 받기 위한 첫 번째 경험은 다음과 같다. 

“맨 처음 지똔 면접은 큰 축구 경기장에서 있었어. 나는 줄을 서고 있었고, 
경기장 한쪽에서는 지똔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 내 차례가 왔을 때, 지똔
을 주는 사람이 잔디를 가리키며, 한국어로 뭐냐고 물어봤어. 나는 대답을 
못했어. 그랬더니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은 한국어로 뭐냐고 물어봤어. 또 볼
펜이랑 연필도 보여주면서 한국어로 말해보라고 했어. 그때는 답을 제대로 
못해서 불합격했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1. 10.

지똔 면접에서 도니는 불합격을 받게 되었다. 도니는 지똔을 받는 방식에 
대해 “랜덤으로 주어진 3-4개 단어로만 한국어 실력을 판단”한다는 점을 
아쉬워하였다. 도니는 지똔을 배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불만족하였다. 
9)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희망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과 송출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한

국어능력시험 응시원서 작성 후 제출하는데,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격을 만족시킨 자
만이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이 응시원서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지똔’이라고 
부른다. 응시원서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응시 희망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응시
자격은 특별한 평가기준은 없고, 응시 희망자가 한국어로 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보통 시
험 응시 및 접수는 응시 희망자가 많으므로(약 2,000~10,000명), 실내보다는 운동장
과 같은 넓은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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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지똔 면접에서 불합격을 받은 후) 몇 개월을 기다리고, 드디어 지똔
을 받으러 다시 갔어. 그런데 내 차례가 오기도 전에 지똔이 다 떨어져서 
못 받았어. 정말 속상했어.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데... 지똔이 모자라다
는 이유로, 뒤에 줄을 서고 있던 사람한테는 집에 돌아가라는 건 너무 불
공평했어. 지똔 희망자들 모두를 평가한 다음에 지똔을 주면 좋겠는데...”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1. 10. 

도니는 두 번이나 지똔을 받는 데 탈락하면서, 지똔 면접에 대한 감을 익
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과 면접 경험이 있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결국 도
니는 지똔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 한국어능력시험을 보게 될 자격을 갖게 
된 것이다.

“지똔을 받으려고 세 번이나 노력을 했고, 세 번째 차례에 지똔을 드디어 
받게 되었어. 두 번 지똔을 받는 데 탈락하면서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감을 잡게 되었어. 이를 중심으로 (시험을) 준비했고, 세 번째 면접에서는 
나올 질문들을 예측할 수 있었어. 이 외에도, 면접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물어봤어. 내 경험과 그 사람들에게 얻은 정보를 위
주로 단어를 외웠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1. 10.

도니는 첫 번째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불합격을 받았다. 다행히 지똔을 받
으면 한국어시험을 두 번까지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시험에서 합격하였다. 하지만 도니는 자신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 합격
할만한 충분한 실력은 아니었다고 스스로 판단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읽기 25개, 듣기 25개로 모두 객관식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모르는 문항
은 “찍게”되니, 도니는 사실상 합격 점수는 “운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또한 
총점에 비해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점수의 커트라인이 낮기 때문에 찍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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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맞는 “운이 따라준다면” 합격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도니는 이
러한 한국어 평가 방식이 개인의 한국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대변해주지 못
한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

“실제로 한국어 시험으로 합격하는 데는 운도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문
제가 모두 객관식이거든. 엄청 쉬운 부분만 스스로 문제를 풀고, 나머지가 
객관식이니까 답을 많이 찍었어. 찍은 것 중에 몇 개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어. 또 각 정답 당 4점씩, 총 200점이야. 합격 기준은 80점부터이고. 합
격 점수가 총점의 절반보다도 낮아서, 내 생각에는 이 시험은 열심히 준비
하지 않아도 도전할 만 한 거 같아. 솔직히 말하면, 두 번째로 본 시험에서
는 한국어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객관식 문제이라 거의 다 찍었어. 
물론 내 지식으로도 푼 것도 있지만, 쉬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었고 나머지 어려운 문제들은 찍기만 했는데 그 중에 맞아서 운이 좋게 
합격한 거야. 사실 그 때 당시 내 한국어 실력은 합격할 만한 실력이 아니
었다고도 할 수 있어. 이런 평가 기준에 불만족하긴 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1. 10.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후, 도니는 한국에 가기 전 10일간의 사전교육을 받
았다. 교육의 내용은 주로, “한국에 가서 알아야할 단어들, 일할 때 자주 쓰
이는 단어들, 한국 문화 등에 관한 교육”이었다. 하지만, 도니가 느끼기에 
사전교육 시간은 부족하였다.

“사전교육 시간은 모자랐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공부하고, 외
우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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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입국 후 이야기: 한국어 공부를 더 했더라면

(가) 한국에 온 도니

도니는 한국에 입국한 후 3일 동안 취업교육을 받았다. 교육이 마친 후 
외국인 근로자들은 각자의 사업장으로 배치되었다. 도니가 한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만난 한국인은 도니가 일할 공장의 사장님이었다. 사장님은 도니
를 공장으로 데려가는 길에 인적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도니는 익숙한 문장조차 어떤 뜻인지 기억하지 못해 대답하지 못했다. 도니
는 많은 질문 중 어느 나라 출신인지에 대한 질문에만 “우즈베키스탄”이라
고 대답할 수 있었다. 대답하지 못한 질문들의 의미를 주변 친구를 통해 알
게 된 도니는 당시 사장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컸다.

베크조드 “한국 입국 후 처음으로 한국어나 한국인을 접하게 된 것은 언
제, 어디였어?”

도니 “한국 도착하자마자 3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며 생활했어. 거기
서 우즈벡 선생님께 우즈베크어로 교육을 받다가 마지막 날 오후쯤
에 고용하는 대표가 와서 노동자들을 자신의 회사로 데리러 가거든. 
그 때 한국인 사장님과 우즈벡인 1명과 함께 사장님 차에 타고 공장
에 가게 되었어. 그때가 실제로 한국에서 한국어와 한국인을 접하게 
되는 순간이었어. 사장님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셨는데, 많이 들어본 
문장이었는데 무슨 뜻이었는지 까먹었어. 옆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해서 대답을 못했어. 사장님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몰라요, 몰라요”라고만 대답하니까 사장님도 
질문을 많이 안하셨어. 공장에 도착해서 한국어를 잘 아는 우즈벡인
에게 무슨 뜻이었는지 물어보고서야 알고 부끄러웠어. 그 때 이해만 
했으면 대답할 수 있었던 질문이었는데, 못 알아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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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니와의 인터뷰, 2018. 9. 2.

도니는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평소 수다를 떠는 것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성격을 지닌 도니는 한국 직장생활이 규율화 있게 느껴
졌다. 근무 초기에는 정해진 근무 시간 내에 일에 집중하는 한국 직장의 환
경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근무 중에도 화장실 사용이나 
흡연을 하러 다녀오는 등 자유롭게 휴식시간을 가졌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다소 제한이 있어 갈등이 생길 때도 있었다. 이런 불편함은 직장 문
화를 이해하고 적응을 하며 차츰 해결되었다.

“한국에서는 우즈벡보다 일도 훨씬 어렵고. 일할 때는 일만 하고, 다른 것
을 하면 안 돼. 군대처럼 시간에 맞춰서 제때 일을 해야 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서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한국
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이유인 것 같아. 일할 때 집중해서 하잖아.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좋은 거 같아...(중략)... 나는 떠드는 걸 좋아하
는데 한국인들은 너무 예의가 바르더라고. 한국이 나에게 예절교육을 다시 
시켜줬어. 예의를 지키며 어디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다시 배우게 되었어. 
지켜야할 규칙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좋은 매너를 배
우게 되는 식으로 발전했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9. 2.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근무 중에도 화장실 사용이나 흡연을 하러 다녀오는 
등 자유롭게 휴식시간을 가졌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다소 제한이 있
어 갈등이 생길 때도 있었다. 이런 불편함은 직장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을 
하며 차츰 해결되었다.

“우즈벡 직장에서는 담배 피우러가는 등 자유롭게 밖에도 다녀올 수 있는
데, 한국 직장 문화도 모르고, 한국어로 누가 설명해줘도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갈등이 있었어. 한국문화를 잘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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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고 왔는데, 사장님께서 일할 때는 나가면 안 된다고 하셔서 갈등이 
여러 번 있었어. 계속 일을 하면서 실수를 줄이게 됐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9. 2.

도니는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스스로 만족할만한 충분한 실력은 아니라
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고향에서 공부한 한국어를 한국에 와서 사용하게 될 
생각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도니는 한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직장동료들이 도니가 들어보지 못한 한국어를 사용하
여 말했기 때문이다. 거제도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 하는 사투리 표현들
은 도니가 책으로 배운 표준어와 달라서, 도니는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베크조드 “한국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뭐였어?”
도니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웠어. 처음에는 사투리가 제일 어려웠어. 우

리가 배우는 책 내용은 다 표준어로 되어 있잖아. 시험을 볼 때 한국
어와 일할 때 쓰는 한국어가 많이 달라.”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9. 2.

하지만 도니는 첫 직장생활에서 생기는 한국어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
을 줄일 수 있었다. 한국어를 잘하는 같은 나라 동료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니가 이전처럼 사장님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동료를 통해 통역
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다보니, 사장님이나 주위의 한국인들도 도니에게 직
접 말하기보다는 다른 이를 통해 도니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일이 많아졌다.

“직장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때 어려움은 없었어. 이유는 한국어를 잘
하거나 알아들어서는 아니고,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한국에 온지 오
래된 우즈벡인 한 명이 같은 곳에 일하는 곳에 있었거든. 사장님과 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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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그 형이 통역해줬어. 그리고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인들이 바로 한국어를 잘하는 다른 우즈벡인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나한테 우즈베크어로 말해줬어. 우즈베크어로 말해주면서도 한국어
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설명도 해줬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9. 2.

그러나 도니가 동료의 도움 없이 한국어로 말을 할 때, 주위 한국인들은 
도니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 도니는 이 원인을 “사전으로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사전적 의미상으로 비슷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거나 
잘 쓰이지 않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인들이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들을 때 도니는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함을 느꼈
다.

“한국에 와서 공장에서 처음 일을 할 때, 한국인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었
어. 내가 우즈벡에서 배웠던 말이나 단어를 말하면 한국인들이 못 알아듣
더라고. 내가 사전으로 한국어를 배웠잖아. 사전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사전
상 의미로는 맞는데, 한국에서는 그 상황에서 안 쓰거나, 오래된 단어들이 
많이 있어서 상대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어. 그 때 내 한국어가 부족
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9. 2.

한국에 오기 전 도니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은/는’, ‘이/가’, ‘는다’와 같은 
조사나 어미 등을 붙여 문장을 만드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였다. 그런데 한
국에 온 도니는 사투리뿐만 아니라, 한국인들 사이에서 일상생활에 많이 쓰
이는 ‘냐’, ‘라고’라는 표현이 생소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그 때 당시 도니는 
‘라고’라는 표현을 몰라서, 집에 가라는 반장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일화가 있다.

“직장에 와서 처음에 들었던 말 중 가장 어려운 것은, “오늘 몇 시에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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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라는 말이었어. 이 표현은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어. 이것 말고 또 어
려웠던 말은 ‘라고’라는 표현이었어. 일을 처음 적응하는 시기에, 반장님이 
“가라고”라고 말했어.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내가 “집에 가.”
라는 말을 못 들어서 반장님이 “가라고.”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내가 못 알
아들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집에 가라고.”라는 말이 또 나왔어. 그 때도, 
내가 이해는 조금됐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반장님께 “집에 가요?”라고 물어
봤어요. 그 때 반장님이 “어, 집에 가.”라고 하셨어. 그 후에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 평소에 ‘라고’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길래, ‘라고’라는 뜻을 정
확히 알고 싶어서 한국어를 잘 아는 친구한테 배웠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9. 2.

이처럼 도니는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오해와 불통으로 고
충을 겪었다. 도니는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반장님의 말씀이 맞지 
않아도 반박할 수 없어서 답답했던 적도 있다.

“일을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반장님께서 나한테 어떤 일을 시키셨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반장님이 좀 이따가 다시 돌아오시더니, 다른 일을 
시켰는데 왜 그 일을 하냐고 뭐라 하셨어. 그 때 정말 답답했어. 나는 시키
는 대로만 하고 있었는데... 그 때 다른 우즈벡 친구를 불러와서 도움을 받
았어. (중략) 반장님이 처음에 와서 했던 말과 돌아와서 했던 말이 맞지 
않았어. 이 때 언어를 못해서 너무 속상했어. 반장님이 틀린 말씀을 하셔
도, “반장님, 틀렸어요.”라고 반박 못했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1. 10.

이외에도, 도니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한국인들끼리 도
구나 기계류의 명칭을 다른 이름을 붙여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명칭 문제는 일에 능숙해지면서 알아감에 따라 차츰 해결되었다. 또한 도니
는 나이가 든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기 어려웠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대
해 도니는 나이가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쓰는 한국어는 시대적인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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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라고 예상하였다. 

“내가 일하는 곳의 또 다른 언어 문제는, 나이가 어린 사람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생겨. 공장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과 이야기를 할 
때는 알아듣기 어려워. 하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한국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는 알아듣기 좀 더 편해. 아마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옛날 한국어를 
쓰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내가 못 알아듣는 거 같아. 젊은 한국인들은 요즘 
쓰이는 한국어를 쓰는 거 같은데...”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1. 10.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어를 잘 못하는 도니를 위해 사람들이 손동작을 이
용하거나 쉽게 말하여 듣기에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도니는 한국어 말하
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상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처럼 부당하거나 설명
하고 싶은 상황에 말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베크조드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때 어려움이 있었어?”
도니 “내 한국어 수준이 낮은 줄 알고 손동작을 이용하거나 간단한 말만 

사용해줘서 듣는 데에는 거의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내가 말할 때는 
문제가 많았지.”

베크조드 “예를 들어 줄 수 있어?”
도니 “여름에 하루는 비가 많이 내렸어. 사는 곳이 반지하라 침수가 되었

어. 구청에서 사람들이 와서 보조금을 나와 같이 사는 친구에게 보조
금 200만원을 줬는데 집주인이 그것을 알고 그 돈을 주라고 했어. 
그 때 왜 당신에게 이 돈을 줘야 하냐고 말하고 싶었어. 이 돈을 우
리의 이름으로 서명해서 받은 돈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한국어로 
못 말해서 설명을 못했다. 결국 집주인이 그 돈으로 공사를 해야 한
다고 해서 반 이상을 돈을 주게 되었어. 한국어로 논의나 토론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어서 어쩔 수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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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1. 10.

도니는 한국어로 소통하는 데 불편을 겪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국인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다. 언어적인 어려움이지만, 평소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도니는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불편을 
크게 느꼈다. 

“예전에는 말하는 게 어려웠어. 머릿속에서는 이 사람이 우즈베크어를 알
아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사람한테 우즈베크어로 말
하고 싶었어. 그리고 항상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1. 10.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려움은 도니가 한국어를 스스로 공부하게 된 동
기가 되었다. 도니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알게 된 한국인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온라인 강의나 무료 자료를 통해 한국어를 공부했다.

“원래 우즈벡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해서, 한국에 와서
도 마트에서나 지나가다가 알게 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었어. 주변에서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한국어를 못하니까 아쉽고 
마음이 불편했어. 그 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할 때, 자유롭게 말하고 싶어도 
한 두 개 밖에 대답을 못해서 이야기가 끊어져서... 한국어를 잘하면 더 편
하고 재미있는 한국 생활을 할 수 있을 거 같았어. 그래서 집에서 일부러 
유튜브에 있는 한국어 강의를 보거나 인터넷에서 한국어 자료를 다운받으
면서 공부했어. 이게 한국어를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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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너무 어려워, 한국어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자

도니에게는 한국에 오기 위해 준비했던 한국어 공부는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았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하기보다 문제를 찍어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공부한 내용들이 한국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도니에게는 이전에 공부했던 한국어가 간단한 인사와 몇 가지 기본 단어를 
사용하는 데에만 도움이 되었다.  

베크조드 “한국어 능력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했던 것이 실제 한국생활에 도
움이 되었어?”

도니 “사실 제대로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사람은 도움이 되겠지만 시험이 
객관식이고 커트라인 점수가 낮으니까 대부분의 수험자들은 제일 쉬
운 질문에만 풀고, 어려운 것들은 찍고 몇 개 맞춰서 운으로 오게 되
는 거야. 한국어를 시험 위주가 아니라 제대로 배웠으면 도움이 될 
텐데. 우즈벡에서 배워서 도움이 되었던 한국어는 한국생활 초기의 
인사수준 정도랑 기본 어휘 위주로만 도움이 되었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9. 2.

그러므로 도니는 이전에 배웠던 한국어를 되새기려고 노력하기보다, 실전
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험을 통해 한국어 실력을 높여 나갔다. 평일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며 동료들이 알려주는 한국어 설명과 피드백을 통해 조금
씩 한국어를 배웠다. 주말에는 일상생활을 하며 익숙해진 마트직원 및 동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한국어로 대화하였다. 대화를 하며 새로운 어휘와 
문장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다.

“우즈벡에서 배웠던 내용이 전혀 도움이 안됐기 때문에, 배웠던 건 완전히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어. 직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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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를 한국인들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점점 배우기 
시작했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9. 2. 

“사실 직장에서 한국어를 많이 배웠어. 특히 예전 직장에서는 한국어를 우
즈벡 형들에게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한국어를 잘하고 친절해서, 내가 모를 때, 이렇게 말해야한다며 실수를 고
쳐주고,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알려줬어. 한국인들도 친절하게 많이 알려줬
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9. 2. 

도니는 주말마다 일상생활을 하며 익숙해진 마트직원 및 동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한국어로 대화하였다. 대화를 하며 새로운 어휘와 문장도 자
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다.

“마트나 시장에 갈 때, 고기 판매원 아저씨, 할인마트 직원들처럼 친하게 
지내는 분들께 말을 걸어. 일부러 내가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걸어주셔. 그래서 주말에 시간이 날 때는 
나도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해, 할인마트에서 일하는 
한국인 누나들이 마트에 갈 때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그게 너
무 좋아. 이야기하면서 누나들이 조금씩 한국어를 알려주니까 새로운 단어
도 알게 되고 의사소통 수준도 높아져. 그래서 살 게 없어도 일부러라도 
마트에 많이 가게 돼. 동네사람들과 친해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9. 2. 

도니가 직장생활에서 한국어 실수를 할 때, 도니가 느끼기에 주변 한국인
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한국인 동료들은 도니의 실수를 타박하
기보다는, 수정을 하여 피드백을 주었다. 일상생활에서 또한 도니가 한국어 
실수를 할 때, 특히 도니와 친한 한국인들은 도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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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을 사용해서 도니의 실수를 고쳐주었다. 오히려 같은 나라 출신의 동료
들은 문화상 상대의 실수에 피드백을 주는 것을 상대에게 불편을 주는 것
이라 생각하여 도니의 실수를 고쳐주지 않았다.

베크조드 “일하면서 한국어를 잘못 말했을 때, 주변 동료들이 오류를 지적
해주거나 수정을 해준 적이 있어?”

도니 “그런 적이 많아. 실수했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내가 했던 
말을 고쳐서 다시 말해주면서 수정해줬어...(중략)...한국어를 잘하는 
주변 우즈벡인들은 내가 한국어 실수를 해도 안 고쳐줬어. 왜냐하면 
우즈벡 문화상, 내가 실수했을 때 “~라고 말해야 해.”라고 하며 고쳐
주면 잘난척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상대가 물어볼 때만 고쳐
줘. 그래서 한국인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국어 실수를 고쳐주곤 
했어...
(중략)...중요한 건 내가 언어를 못 알아들을 때, 반장님이나 나에게 
일을 시키는 한국인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부정적이지 않았어. 일이 
어렵거나 언어가 부족할 때, 나에게 짜증내지 않고 어떤 일인지 직접 
데려가서 시범을 보여주시기도 했어. 그리고 재미있었던 건, 내가 한
국어를 잘 못 알아들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인트칠을 할 곳을 
마킹을 해둬서 그 부분만 칠하게 하셨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1. 10.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께 “예전에 제 이름 알려줬는데 까먹었어
요?”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까먹었다’라는 단어를 까먹었어. 그래서 “이름
이 떨어졌어요?”라고 말했는데, 주위 한국인들이 모두 웃었어. 그리고 식당
에 있는 화이트보드에 ‘나 너 이름 알아. 너 이름 도니.’라고 쓰고, “이름이 
떨어졌어요? 노우. 이름 까먹었어요? 맞아. 나는 이름 안 까먹었어. 도니.”
라고 쓰면서 말해주셨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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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도니는 한국어를 배우며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
히려 실수는 도니가 한국어를 더 배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베크조드 “한국어를 배웠을 때 도움이 된 게 있어?”
도니 “내 실수들이야. 내가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은 걸 듣고 

더 자세하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두 번 실수하면, 
두 번 더 설명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실수는 나한테 나쁜 게 아니
라, 한국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는 도움이 되었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1. 10.

하지만 도니가 직장생활에서 도저히 소통이 불가능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 직장 내 한국인들 역시 평상
시에는 소통이 되지 않아도 상황을 넘겼지만, 중요한 대화인 경우에는 통역
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베크조드 “직장에서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대처했어?”
도니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어. 아예 소통이 불가 하거나 중요한 

대화일 경우에는, 통역해줄 사람을 불러왔어. 평상시에 한국어를 못 
알아들을 때, 그냥 내버려두셨어. 그 때마다 한국인들이 “됐어, 됐
어.”라고 말했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1. 10.

또한 평상시에 한국어가 어려울 때는, 한국어를 잘하는 주변 외국인 근로
자나 지인의 도움을 통해 한국어를 배웠다. 단순 업무의 직업 특성상 일을 
하는 데 한국어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 도니가 언어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더욱 수월하였다. 하지만, 도니는 한국인에게 한국어 도움을 받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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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가졌다. 한국인들과의 대화가 길어질수록 모르는 단어와 표현이 많
이 생겨 대화에 불편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인에 비해 비슷한 입장
을 지닌 외국인 근로자에게 심리적인 친밀감을 더 느꼈다. 그래서 도니는 
한국생활 및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느낄 때 한국인보다는 외국인 친구에게 
의존하였다.

베크조드 “모르는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배웠어?”
도니 “같이 일하는 형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필기하면서 배웠어. 반복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한 번 제대로 배우고 나면 쉬워져. 그
런데 한국인과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일이 어려워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은 많이 힘들진 않아. 한국인들과 
대화를 많이 안 해도 되는 일이라, 문제가 없어. 매일 똑같은 일만 
해야 하는데, 한번만 외우기만 하면 어려움이 없어. 그리고 일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자주 와서 간섭하지도 않아...
(중략)... “내 외국인 친구 도움을 많이 받았어. 그 친구는 한국어를 
잘했어. 게다가 저와 그 친구 둘 다 외국인 노동자고, 말이 잘 통했
어. 농담도 곧잘 던지고, 시간도 둘이 자주 보내서 친구한테 한국어
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었어. 그리고 서로의 모국어들을 몰라서 한
국어가 나랑 그 친구를 연결해주는 언어가 됐어. 그 친구가 한국어를 
더 잘해서, 나한테 한국어를 잘 알려줬어. 한국인에게 한국어를 배우
면 물어볼 것도 편하게 물어보지 못하고, 거리를 유지해야 해. 그런
데 외국인 친구는 나와 같은 외국인 입장에 있고 가까운 친구이니까, 
모르는 것도 쉽게 물어볼 수 있어. 상대적으로 한국인에게는 한국어
를 배우기 위해 다가가는 것은 부담이 됐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1. 10.

(다) E-7 비자의 꿈

도니가 한국에 와서 겪은 어려움은 주로 한국어 의사소통과 관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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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니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한국어 공부 부족으로 판단했
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 도니는 한국어 공부를 하며 온라인 무료 강좌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강좌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듣지 못한 것을 후회하
였다. 도니는 자신이 좀 더 한국어를 공부했으면, 직장생활이 더 수월해졌
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베크조드 “한국 및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원
인을 뭐라고 생각해?”

도니 “우즈벡에서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내가 모국에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와서 한국어 사용이 어려웠
는데, 한국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온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
서 더 쉽게 적응하고 일도 잘했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2. 9.

하지만, 도니는 한국어 공부를 관심보다는 일을 하기 위해 시작했기 때문
에, 한국어가 어려웠고 배울 의지가 없었다. 평소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을 가진 도니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쳤다. 한국에 온 후에도 무료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선생님10)께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될까봐 기회를 일부러 피하였다. 현재 도
니는 그 때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배우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였다.

베크조드 “지금이라도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무료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
는 기회가 있다면, 배울 의향이 있어?”

도니 “지금은 배우고 싶지. 그런데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를 배울 
의지가 없었어. 왜냐하면,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아무리 열심히 배

10) 우즈베크어를 잘하는 한국인 선생님이 외국인을 위해 저녁 시간에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센터가 있었다. 조선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한국어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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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도 제대로 못 배울 거 같아서... 예를 들면, 10일 만에 배울 수 있
는 것을 만약에 한 달 걸리면, 선생님께 부끄럽고 불편한 마음이 들 
거 같았고,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어. 사실 한국에서 처음에 직장을 
다닐 때, 바로 직장 앞에서 우즈베크어랑 러시아어를 잘하는 한국인
이 매일 저녁에 무료로 한국어 수업을 해줬어. 한국어를 배우기 좋은 
기회였는데, 저런 생각 때문에 그 수업을 가지 않았어. 지금은 한국
생활을 하며 어느 정도 한국어를 알게 됐잖아.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
니, 그 때 당시 그런 두려움보다는 기회를 가지고 배우는 것이 좋았
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2. 9.

도니는 “진심으로 자신이 원해서 언어를 배운다면 어려움은 없”고, 효율
적인 언어 학습에 “배울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도니는 한국 생활 
중 한국어 실력이 향상된 요인을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았다.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사용하게 되는 환경은 도니가 한국어 소통을 연습하
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역으로, 한국어가 아닌 모국어 사용만을 고집하면 한
국어 실력을 높이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자주 밖에서 혼자 다녀. 이런 상황에서는 내 의지랑 상관없이, 문제
가 있어도 스스로 해결해야하고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니, 한국어를 저절로 
배우게 돼. 그런데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외국인들은 모국어만 
사용해서 한국어를 잘 못 배우게 되는 거 같아.”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2. 9.

현재 도니는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아도 보통 수준의 한국어
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에 다다랐다고 하였다. 하지만, 
직장 생활의 경험과 한국어 실력이 늘어났음에도 직장생활을 할 때 오히려 
한국어를 덜 쓰게 되었다. 그 이유는 소통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직장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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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과 소통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공장에 있을 때 지금은 한국어를 할 줄 알아도, 말을 자주 안하거나 짧게 
해. 한국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경험상, 일할 때는 일만 해야 해. 말을 길게 
하거나 많이 하면, 좋지 않아. 내가 아는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하고, 말을 
짧게 하고 끊는 스타일이야. 또 말을 짧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말을 길게 
하면 여기에 대한 질문도 많아지기 때문이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것도 나올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져.”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2. 9.

따라서 도니는 앞으로도 한국어를 배울 의지가 있지만, 일을 하는 데 기
본적인 일상 대화가 가능한 한국어 실력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일
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하면 직업 목적용 한국어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베크조드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직업 목적용 한국어를 따

로 배워야한다고 생각해?”
도니 “아니. 그냥 일상적인 한국어만 잘해도 충분해. 한국어만 잘하면, 어

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
어. 만약에 언어를 아예 모르면, 어떤 일인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얘
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2. 9.

그래서 업무를 위한 한국어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의 소통 목적
의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였다. 특히, 통화할 때 말하기와 듣기가 어
려움을 느껴 이를 극복하고 싶은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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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크조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고 싶어?”
도니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일상대화를 편하게 해주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또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얼굴을 보면서 하는 말을 핸
드폰으로 말하고 듣는 게 어려워.”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2. 9.

도니는 한국에 오기 위해 한국어 공부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막상 한국
에서의 직장생활에 적응을 하며, 한국어로 기본적인 소통이 가능하면 그 외
의 공부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직장에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간단한 대화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니는 평소 의사소통에 큰 어려
움은 느끼지 않았다. 그렇게 도니는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한국어 공부를 
잠시 놓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도니는 다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 왔을 때 한국어를 너무 모르고 의사소통이 힘들어서 한국어를 배
우는데,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배우고 나중에는 일할 때 문제가 없으니까 
한국어를 안 배우게 됐어. 그러니까 한 번만 한국어를 배우고 그 후에는 
발전이 없었어. 그런데 요즘에는 한국어를 다시 배우고 싶어졌어. 한국 생
활이 적응이 되면서 한국어와 관련된 꿈도 생기고, 언어를 잘하게 되면 혜
택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야. 예전과 달리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배우고 있는 중이야.”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2. 9.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합격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도니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기 시작하였다. 한국어 능력 시험 4급을 합격하면 
“골든 비자”라고 불리는 E-7-4비자가 주어지기 때문에, 도니가 한국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또한 한국이나 우즈베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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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에 오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꿈이 생겼다. 자신의 꿈들을 이루기 
위해, 도니는 한국어 공부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갖게 생겼다.

 
베크조드 “한국어 실력에 있어서 도달하고 싶은 수준이 있어?”
도니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4급에 합격하고 싶어.”
베크조드 “왜 4급을 합격하고 싶어?”
도니 “우즈벡인들에게는 E-7-4라는 비자있는데, 그것을 골든 비자라고 

불러. 일반 노동 비자는 E-9인데 E-7-4비자는 조건이 훨씬 좋아. 
직장도 선택할 수 있고, 가족들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비자야. 
골든 비자가 있으면 한국에도 계속 올 수도 있어. 나는 다시 우즈벡
에 돌아가면 한국이 많이 그리울 거 같거든. 그 비자를 신청하려면, 
적어도 한국어능력시험 4급이 있어야 해. 그래서 4급을 목표로 했어. 
한국어 토픽 4급을 갖고 싶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2. 9.

베크조드 “한국어 시험 급수 말고, 한국어를 통해 얻고 싶은 목표가 있어?”
도니 “우리나라에 한국인 관객들이 많이 오거든. 한국에 있을 때 친절하게 

대해준 한국인들이 많아서, 우즈벡에 있을 때 우리나라 관광 오는 사
람들에게 무료로 통역과 관광해주며 한국인들을 도와주고 싶어. 또 
한국어를 배우고 가서, 한국으로 노동하러 가려는 사람들에게 한국어
를 가르쳐주고, 앞으로의 한국생활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싶어. 이렇
게 해서 돈도 벌수도 있고.”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2. 9.

이처럼 한국 생활 기간이 늘어나며, 도니는 한국어가 가져다주는 다양한 
혜택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도니가 한 달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한
국어 잘하는 친구가 3분 만에 해결하는 것을 보며 도니는 한국어를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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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자극을 받게 되었다. 

“한국어가 서툴러서 사장님께 설명을 잘 드리지 못해서 한 달 동안 해결하
지 못했던 일이 있었는데,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를 데려왔더니 딱 3분 만
에 해결하는 것을 보고 영감을 얻었어. ‘나도 좀 더 설명하고 언어를 배우
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게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더 배워야겠
다고 생각한 이유야.”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2. 9.

또한 한국어를 잘 알아듣는 노동자는 업무도 더 빠르게 끝내며, 일당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

“어떤 기계를 다루는데 언어를 잘 모르면 100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잘 알아듣고 제대로 하면 10번 밖에 왔다갔다 안하거든. 사실 4분 동안 일
하고 6분 쉴 수 있는 일을, 언어를 못 알아들으면 남은 6분도 일을 완료하
는 데 쓰이기 때문에 쉴 틈이 없어져서 힘들어. 예전에 일하는 데에서는 
언어를 잘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었어. 일당으로 돈을 주거든...(중략)...주변
사람 중에 한국어를 아예 못 알아들어서 몸에 무리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데도, 퇴직 후 다른 직장에서 언어를 못해 거절당할까봐 일부러 참았어. 언
어를 알면 자신감도 생기고, 일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 도니와의 인터뷰, ㄴ2018. 12. 9.

이직, 병가 등의 특별한 상황에도 사유와 처지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언어적 혜택들을 보고 경험한 도니는 한국어 
공부에 다시 매진하게 되었다.

“맨 처음에 갔던 직장은 사장님이 너무 예민하셔서 직장을 바꾸고 싶었어. 
이걸 말하려고 한국어를 연습해야겠다,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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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직장에서 일하기 싫어서 한국어를 좀 더 배웠어.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면 골든 비자 같은 혜택도 있으니까 배우고 있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2. 9.

도니는 현재 한국어 공부를 병행하며 한국에서 열심히 직장생활 중이며, 
언어적 어려움을 친구의 도움을 받으며 극복해나가고 있다. 도니가 타국에
서의 어려움을 묵묵히 버티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남자로서,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도니는 힘과 인내심을 자신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으며, 한국에서 마
주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견뎌냈다.

 
베크조드 “한국생활 및 직장생활을 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어

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도니 “우즈벡 사람들은 인내심이 강하고 부지런해. 나는 우즈벡 민족의 대

표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 난 남자잖아. 우즈벡에서는 남자는 힘
과 인내심의 상징이거든. 가족들도 기다리고 있고...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참는 거야.”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2. 9.

2. 알리의 이야기: 가족의 행복을 꿈꾸는 기러기아빠

1) 한국 입국 전 이야기: 독학으로 한국에 오다

(가) 한국어 교재 어디에서 구하지?

알리는 한국생활 경험이 있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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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처럼, 알리는 일을 목적으
로 2013년에 한국에 오게 되었다. 돈을 당장 버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알리
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한국에서의 직장 경험을 쌓아 앞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었다.

베크조드 “한국에 어떻게 알고 오게 되었어요?”
알리 “우리 동네에 사는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한국에 대해 궁금해졌어.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
이 들으면서 계속 관심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갈 수 있는지, 
한국에 가려면 뭐를 해야 하는지를 물어봐서 오게 됐어.”

베크조드 “한국에 온 이유가 있어요?”
알리 “돈이 물론 첫 번째 이유지만, 한국에 오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

는 한국이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이잖아. 한국에서 일을 배워보고 경
험을 쌓아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것
이 목표 중 하나야.”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5. 19.

다른 노동자들이 한국어가 어려워 학원의 도움을 받은 것과 달리, 알리는 
한국어를 주변 외국어 대학교 서점에 있는 한국어 사전을 구입하여 독학하
였다.

베크조드 “시험 준비는 어떻게 했어요?”
알리 “주로 사전으로 공부했어. 학원이나 과외는 다니지 않았어. 우리 주변

에 학원이나 한국어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다. 한국에 와 본 경험이 
있거나, 시험 준비를 해본 적이 있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 준비했
어. 우리 도시에 사마르칸트 외국어 대학교가 있는데, 그 곳 서점에
서 문법 사전 같은 것을 구매했어. 우즈베크어로 된 책이 그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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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어. 그걸로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어.”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7. 20.

혼자서 책으로 공부하다보니, 알리는 한국어의 말하기와 문법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확한 발음에 대한 예시와 알리의 발음에 대해 고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충이 있었다.

베크조드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떤 게 제일 어려웠어요?”
알리 “말하기랑 문법이 제일 어려웠어.”
베크조드 “한국어를 혼자서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어려웠어?”
알리 “처음에는 한글을 한자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어. 한자라고 생각하

니, 당연히 배우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겠지? 또 혼자 한국어를 배
울 때, 발음이 어려웠어. 누가 정확한 발음을 알려줄 사람도 없고, 
책에 나오는 발음대로 읽으니 정확한지 알 수 없었어.”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7. 20.

(나) 축구장에서의 긴 줄

알리는 역시 지똔을 받기 위해 축구 경기장에서 긴 줄을 서서 면접을 보
았다. 면접관이 내는 3-4개의 단어 질문에 모두 답할 시에 지똔을 받게 된
다. 그런데 알리는 모든 질문에 답을 안 해도 운이 좋아서 지똔을 받게 된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베크조드 “한국에 오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알리 “그 과정은 여러 단계야. 한국어 시험을 보려면, 처음에 지똔을 받아

야 해.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에 올 기회가 생겨.”
베크조드 “지똔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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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지똔은 축구 경기장에서 나눠줘. 길고 긴 줄을 서야 해. 기다리다가 
차례가 왔을 때, 앉아 있는 대표자들이 3-4개 질문을 해. 질문은 보
통 물품 이름, 도구 이름 등 명사를 알려주고, 한국어로 바꿔서 말하
도록 해. 아니면, 한국어로 말해주고 우즈베크어로 말하라고 해. 보통 
모든 질문에 답을 한 사람이 지똔을 받아. 운이 좋으면 제대로 완벽
하게 대답을 못한 사람도 받을 수도 있어. 지똔을 받은 후 몇 개월 
후에 한국어 시험이 있어. 시험은 정답 1개 당 4점이고, 25개 읽기
와 25개 듣기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7. 20.

지똔을 받은 알리는 한국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후, 타슈켄트 수도
에 가서 14일간 사전교육을 받았다.

베크조드 “시험 합격 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알리 “수도인 타슈켄트로 가서, 14일 동안 교육을 받아. 교육 내용은 한국 

생활, 한국어, 주로 한국부터 시작해서, 다 가르쳐주고 한국의 근로조
건 등을 많이 알려줘. 하루의 수업 일정을 주로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어. 하나는 한국어, 두 번째는 한국생활, 세 번째는 매번 주제
가 달라.”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7. 20.

알리는 14일간의 사전교육 후, 입국 후에는 한국에서 3일간의 교육을 받
았다. 이 때 받은 한국어 책은 알리가 한국어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었
다.

“타슈켄트에서 14일 동안 받은 교육, 그리고 입국 후 한국에서도 3일 동안 
교육을 받고, 책을 나눠줘서 받았어. 그 사전으로 한국어를 많이 배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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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도 외우고, 문장을 번역하면서 배웠어.”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7. 20.

2) 한국 입국 후 이야기: 나에게 힘이 된 한국인 동료

(가) 소통이 잘 안 돼

한국에 온 알리는 한국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되었
다. 알리는 직장생활을 하며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한국어 실력이 
늘었다고 하였다. 

베크조드 “한국어를 쉽게 배우는 데 어떤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알리 “의사소통이야.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한국어가 점점 나아져. 그게 

바로 실습이지. 언어를 배울 때, 실습하면서 배우는 게 중요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의사소통을 자주 해서,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어. 
서로 대화하는 것이야 말로 한국어가 느는 데 도움이 되지.”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8. 12.

또한 처음에 한국에서 직접 접하는 한국어는 어렵기도 했지만, 주변 친구
들에게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중요한 단어나 문장은 메모를 하며 직장생활 
또한 적응해갔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어가 너무 어려웠는데, 일을 시키실 때 말씀 하
시는 문장들을 다 적어서 외우고, 주변에 나와 함께 일하는 한국어 잘하는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면서 스스로 배웠어.”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8. 12.

하지만 알리가 직장적응을 하며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소통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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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책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알리는, 한국 입국 전에도 한국어 발음과 말
하기 부분에 취약하였다. 이는 알리가 한국에 와서도 직장생활을 하는 데 
발목을 잡았다. 실제 한국인들의 발음과 억양은 한국어 교재에 나와 있는 
단일한 발음과 달리 다양하고 복잡했기 때문에, 알리는 누군가 일을 시켜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쉬운 일도 못 알아들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다음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생기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사장님이 밴딩
기를 가져다 달라고 하셨는데, 집게를 가져”온 적도 있고, “클립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가위를 가져”온 적도 있었다.

베크조드 “처음에 직장생활을 시작했을 때,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알리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 사장님이나 누가 와서 일을 시켰을 때, 알

아듣기 너무 힘들었어. 뭐라고 말했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발음
하고 억양도 책에서 배우는 내용과 너무 달라서 이해를 못했어. 나는 
사전이나 문법책으로 한국어를 혼자 공부해서, 사람들의 발음도 알아
듣기 힘들었고, 여러 문장을 이어서 말할 때 알아듣기 어려웠어.”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8. 12.

“어려운 점은 일을 하면서 언어를 모르는 거야.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
를 모르면 불편해. 일하던 중 다른 일을 받을 때, 급하게 다른 업무를 설명
해도 제가 못 알아들으니 그게 제일 불편해. 결국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생
겨.”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8. 12.

알리는 직장에서 의사소통을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말을 길게 
할 때, 중간 중간에, 나도 모르게 우즈베크어가 나”오기도 하였다. 알리는 
한국어 말하기의 한계로 답답함과 오해와 갈등이 생겨, 직장 적응기에 심리
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졌다. 자신의 생각을 한국어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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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악화시킨 적도 있지만,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오해를 불러 문제를 
만들게 된 난처한 상황도 있었다.

베크조드 “직장에서 한국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알리 “응. 그런 적이 많지. 갈등이나 서로 오해가 생겼을 때, 내가 한국어

로 내용을 제대로 전달 못해서 답답해지고 서로 관계도 나빠지긴 했
어. 스트레스도 받았고. 또 오히려 문제가 없는데도 말을 잘 못해서 
갈등이 생긴 적도 많이 있었어.”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8. 12.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평소 사람들과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알리는 한국에 온 후 수다를 떠는 것이 어려워졌다. 한국인
과 이야기를 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부족한 한국어로 대화에 
불편을 겪어 답답함과 외로움이 생겼다.

“또 불편한 건, 쉬는 시간이나 여유가 있을 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수다
를 못 떠는 거야. 심심해서 누구와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하지 못하니, 외롭
거나 힘들어질 때가 종종 있어.”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8. 12.

알리가 직장 생활에서 한국어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부당한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사장님께 말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다행히 한국어를 잘하
는 친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당시 알리는 언어적 한계로 자
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했던 답답한 마음이 컸다.

베크조드 “직장에서 기억에 남는 어려웠던 사건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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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제일 어렵거나 해결하기 힘들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2013년에 최저
시급이 올라갔는데도 나는 그동안 계속 기존 시급으로 월급을 받고 
있었던 거야. 언어를 몰랐기 때문에, “한국에서 월급이 올라갔어요. 
우리는 이전 기준으로 월급 받고 있어요. 우리도 월급을 현재 최저시
급으로 맞춰주세요.” 라는 말을 설명하지 못했어. 설명하기가 하도 
어려워서, 한국어를 아는 다른 친구를 불러왔어. 그 친구가 설명을 
해줘서, 사장님께서 월급을 올려주셨어.”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7. 20.

(나) 오늘이 아니면 내일은 꼭

알리가 직장생활에서 한국어 실수를 했을 때, 사장님이나 동료들은 실수
를 고쳐서 틀린 부분을 알려주셨다. 특히, 일과 관련하여 모르는 단어나 어
휘가 있을 때 동료들이 잘 알려줘서, 한국인 동료들의 도움은 알리의 직장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베크조드 “한국어 실수를 했을 때, 사장님 반응은 어땠어요?”
알리 “신입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고 실수를 해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

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르는 단어나 어휘가 있을 때, 일하
는 과정에서 가르쳐 주셨어. 일할 때 직접 오셔서, 제가 쓰고 있는 
도구나 주변에 있는 도구 이름을 알려주셔서 직장 적응에 필요한 단
어들을 좀 더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거 같아.”

베크조드 “직장이나 일반 생활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 중 오류나 실수가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줬나요? 해
줬으면,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해줬어요?”

알리 “보통 피드백을 자주 해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말
하는 거라고 직접적으로 고쳐서 피드백을 많이 해 주셨어. 기억에 남
는 건, 어떤 말을 잘못하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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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7. 20. 

하지만 한국 및 직장생활 중 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때, 알리는 “보통 손
동작을 이용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손동작으로도 전달이 되지 않을 
때는, “사전을 이용하거나 다음 날에 찾아와 설명”하는 식으로 최대한 한국
인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변에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베크조드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알리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8. 12. 

 알리가 직장 적응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된 요인은 한국인 
직장 동료였다. 한국인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알리는, 직장생활 동
안 한국인 동료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생활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나와 같이 일한 한국인이 있었어. 나를 많이 도와주고, 한국어도 많이 알
려줬어. 사장님도, 반장님도 아니고, 나와 같은 직원이었어. 그 친구 덕분
에, 존댓말과 반말을 구별하는 법이랑 상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배웠어.”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8. 12.

 알리가 직장 적응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된 요인은 한국인 
직장 동료였다. 한국인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알리는, 직장생활 동
안 한국인 동료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생활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또한 
알리는 한국어 이해 부족으로 한국인 동료의 일에 지장을 준 사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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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베크조드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계기가 된 사건이 있나요?”
알리 “처음에 목재 공장에서 일할 때, 같이 밴딩 작업을 하던 한국인 동료

가 밴딩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집게를 가져
왔어. 그래서 한국인 동료가 하던 일을 멈추고 밴딩기를 가져와서 
“이게 밴딩기야.”라고 알려줬어. 그 때 내가 정말 미안했어. 그 동료
가 나 때문에 밴딩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야 했거든. 내가 
그 쉬운 단어조차 못 알아들어서 그 한국인이 일을 나보다 더 많이 
하게 되었고, 업무 속도가 좀 느려졌어. 그 때, 부끄러웠고 한국인에
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한국어를 좀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마음
이 들었어.”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8. 12.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또 다른 사건이 있다. 모처럼 주워진 휴일 
날에 알리는 아침 일찍 친구를 만나러 버스를 탔지만, 한국어로 도착지를 
설명하지 못해 결국 밤에서야 도착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알리는 버스 한 
번만 잘 내리면 되는 일을, 친구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고 요청을 해야 했
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 낭비 되었다고 생각된 시간이 아깝고, 속상한 마
음에 한국어를 잘 배워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2014년 추석에 3일 동안 쉴 수 있는 휴일이 생겼어. 친구를 만나러 시내
버스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는데,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기사님께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힘들었어. 그러다가 내려야하는 정류장을 놓쳐버렸어. 한국
어 잘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겨우 기사님이랑 소통이 돼서 내렸어. 
다시 좀 더 돌아가야 하는데 또 다른 버스나 수단을 못 찾아서 어쩔 수 없
이 친구한테 다시 전화했어. 친구가 주소를 설명해줘서 다행히 택시를 타
고 목적지에 도착했어. 그 날 진짜 나한테 실망을 많이 했어. 조금이라도 



- 73 -

한국어를 잘했으면 길도 헤매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야. 아침에 출발해서 
밤에 도착해서 하루도 다 가버리고, 너무 속상했어. 그 때부터 한국어를 배
우려고 노력 많이 했지.”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8. 12.

(다) 한국어 실력에 달려있는 편안함

알리는 현재 자신의 한국어 실력에 만족하지 않았다. 알리는 자신의 한국 
생활 및 직장적응 어려움의 이유를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어휘가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알리는 한국어를 더 잘해야, 한국 생활 및 
직장적응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베크조드 “현재 한국어 능력에 만족하세요?”
알리 “아니. 아직 많이 배워야해. 이정도 수준으로는 편하게 생활하기에 아

직 부족해.”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9. 16.

베크조드 “한국 생활 및 직장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
해요?”

알리 “언어를 잘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해. 내 어휘가 너무 부족해. 문장을 
못 만드는 것도 아니지만, 단어만 많이 알면 문장을 더 잘 만들고 말
할 수 있을 거 같아.”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9. 16.

알리는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싶은 의지가 강했다. 특히, 직장에 적응하
며 한국인들의 발음과 억양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던 알리는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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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 대한 학습적 관심이 많았다.
 

베크조드 “만약에 직장에서 한국어 교육이 진행이 된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어요?”

알리 “응, 만약에 그런 교육이 있으면 당연히 참여하지. 그리고 거기서 배
우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한 한국어와 억
양을 배우고 싶어.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억양의 역할도 크더라
고.”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9. 16.

하지만 알리도 도니처럼 일을 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실력은 기본적인 의
사소통만 가능하면 되는 정도로 판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 역시 직업
목적 한국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더 높은 한국어 실력보다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실무능력과 도구 및 기계명 숙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
했다.

 
베크조드 “직장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 직업목적 한국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일상 한국어로 충분한 거 같아요?”
알리 “직업목적 한국어는 별로 필요 없는 거 같아. 일상 한국어만 잘하면 

충분해. 나머지는 일하면서 습득이 돼. 그리고 도구나 기계 이름만 
알면,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으로도 업무가 가능해.”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9. 16.

알리가 이렇게 타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음에도, 이를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이다. 알리는 모국에 사랑스러운 아내와 자녀 3명을 
두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한국에 온 기러기 아빠이다. 돈을 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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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어려움을 미리 감수하고 온 알리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
하게 버텨왔다. 몇 년 만 참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알리는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히 일한다.

 베크조드 “한국 직장 및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런 어려
움을 이겨내거나 참는 이유가 있나요?”

알리 “가장 큰 이유는 돈이지. 한국에 일하러 왔는데, 사실 일은 쉬운 거 
없어. 오기 전부터 어려울 걸 알면서 온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력이지. 어려워도 노력해야하는 법이지. 내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
고 있으니까.”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9. 16.

3. 벡의 이야기: 사장님 제 말 좀 들어 주세요

1) 한국 입국 전 이야기: 재미있는 한국어 학원

(가) 1등만 하자

벡은 지똔을 한 번에 받고, 두 차례 시험을 봐서 2016년 4월에 한국에 
왔다. 벡은 한국에서 두 번 이직하였고, 현재 일하고 있는 공장에서는 유일
한 외국인 근로자이다. 열심히 일을 하며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부모님과 여
동생, 형의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 벡은 고등학교 때까지 특별한 장래희망
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한국 드라마 및 영화를 통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 다녀온 주변인들을 통해 자신도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계를 위한 수입과 외국 생활에 대한 호
기심으로 벡은 한국에 가는 꿈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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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크조드 “한국에 일하러 오게 된 이유는 뭐야?”
벡 “영화에서 봤더니 한국이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

기도 하고, 돈도 벌 수도 있고, 다른 나라를 경험해볼 기회도 될 것 같아서...”
- 벡과의 인터뷰, 2018. 6. 9.

벡은 한국어 시험 합격만을 목적으로 3개월간 한국어 학원에 다녔다. 학
원 수업은 한국어능력시험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진행되었다.

베크조드 “한국어 학원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돼?”
벡 “시험 위주로 어떤 형식의 문제가 나오는지 알려주고, 실전 문제집 등

으로 가르쳐서 시험 준비를 시켜줘. 예전 시험 문제지를 풀어 보게 하
고... 듣기나 읽기는 그런 식으로 준비 시켜줘. 3개월 동안 계속.”

- 벡과의 인터뷰, 2018. 8. 5.

 벡은 학원 생활이 즐거웠다. “강의만 하면 지루하고 배우기 싫”었겠지만, 
테스트에서 일등을 한 학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는 학원 시스템은 벡이 
공부를 재미있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어 학원에서 문법 배운 다음
에 시험이 있어. 30명 학생이 있으면 누가 일등 하는지 테스트해. 일등 하
는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이 맛있는 걸 사줘. 그게 너무 즐거웠어. 내가 일
등을 한 적도 있어 ... 1등을 하면 보람되고, 또 계속 공부하고 싶어지잖아. 
노력하고 싶어지고.”

- 벡과의 인터뷰, 2018. 8. 5.

물론 재미있는 한국어 공부가 어려울 때도 있었다. 특히 처음 한국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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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울 때, 벡은 우즈베크어에 없는 한국어 발음을 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발음이 어려워서 한국어를 공부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벡
은 새로운 언어 학습에 따른 어려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안 
되는 발음을 반복하여 연습하였다. 곧 마주하게 될 한국 생활을 떠올리며, 
한국어 공부에 대한 의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

베크조드 “우즈벡에서 한국어 배울 때 뭐가 어려웠어?”
벡 “발음이 제일 어려웠어. 문법이나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은 이해하고 글

자도 눈으로는 읽을 수 있는데, 소리로 내는 게 어려웠어. 어떤 한국어 
발음들은 우즈벡에 없는 발음들이 많아서 그게 어려웠어...(중략)...어려
운 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어. 발음이 안 되
는 단어들은 계속 반복해서 읽으려고 노력했어.”

- 벡과의 인터뷰, 2018. 8. 5.

“내가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 어려워도 한국어 공부가 
좋아서 계속 공부했어. 한국어가 엄청 힘들 땐 한국어공부가 싫을 때도 있
었어. 그런데 한국어 자체가 싫었던 건 아니었어. 내가 곧 한국 갈 사람이
고 미리 공부해야하니까 그 생각으로 계속 배우게 되었어. 미리 배워놓으
면 좀 더 한국에서 쉽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 벡과의 인터뷰, 2018. 8. 5.

또한 벡은 한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단순히 한국에서 좀 더 편하
게 생활하기 위해서만이 아닌,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으로 보았
다. 벡은 외국인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구성원으로서 한국어를 아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베크조드 “왜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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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지만, 한국에 오면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잖
아. 그래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해. 당연
히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를 소통하게 해주는 언어를 당연히 알아야지.”

- 벡과의 인터뷰, 2018. 8. 5.

벡은 한국어를 학원을 통해서만 배웠지만, 스스로 자신만의 한국어 공부
법을 활용하여 공부하기도 했다. 벡은 해당 한국어 단어와 유사한 발음을 
가진 우즈베키스탄 단어를 연상하며 외워 암기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외웠
던 단어가 머릿속에 가물거려도, 비슷한 발음인 단어를 떠올리며 생각해낼 
수 있었다.

베크조드 “자기만의 공부법이나 공부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어?”
벡 “응, 있어(단어 연상법). 예를 들면, 우즈베크어 발음 ‘돈’(우즈베크어로 

‘옷’을 뜻함)이라는 거 있는데, 한국어로 ‘money’라는 뜻이잖아. 발음이 
비슷하잖아~ 이렇게 단어 외울 때, 우리나라 발음 ‘돈’을 생각하면서. 
단어를 까먹었을 때도 그렇게 떠올렸어. 그리고 “안녕하세요?”라는 발음
도 힘들었는데, 우즈베크어 비슷한 발음으로 암기했어.”

- 벡과의 인터뷰, 2018. 8. 5.

또 다른 단어 공부법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을 가상의 한국 환경으로 만들
었다. 가구와 공간 곳곳에 해당 사물의 명칭의 한국어를 써서 붙여놓아, 마
치 한국에 온 듯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는 기억하고자 하는 단어를 각 장
소와 연합시켜 단어 기억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소법’이기도 하다. 

 
“단어를 많이 알아야하기 때문에 사전으로 공부했어. 또 집에서 공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집에 있는 의자, 식탁, 문 등에 한국어로 써서 붙여놓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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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과의 인터뷰, 2018. 8. 5. 

이 외에도, 벡은 실전에서 한국어를 말하는 연습을 할 때 색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길을 가다가 우즈베키스탄 여성에게 한국어로 말을 하는 것이다. 
상대 여성이 알아듣지 못해도, 벡에게는 상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
었다. 또한 이성에게 말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이 기억에도 잘 남았다. 

“남자니까 여자한테 말을 걸고 싶을 때도 있잖아. 한국어를 같이 배우는 
친구들과 다닐 때, 길을 가다가 우즈벡인 여자한테 한국어로 말을 걸었어. 
(상대가) 못 알아들으니까, 오히려 한국어 연습도구가 됐어. 그 때 좋아 보
이는 단어들도 빨리 외울 수 있었어. 내가 원하는 표현이니까. 한국어를 실
수에 대한 부담도 없었고. 말할 기회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연습했어.”

- 벡과의 인터뷰, 2018. 8. 5.

(나) 2번째 시험도 떨어지면 한국을 꿈에서만

3개월간의 한국어 시험 준비를 마친 벡은 지똔을 받기 위해 몇 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넓은 경기장에서 줄을 섰다. 지똔 평가는 구두로만 진
행되고, 보통 3개, 많으면 5개의 질문에 모두 답을 해야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벡과 친구들이 받은 질문은 대부분 임의로 주어진 단어와 
문장을 한국어 또는 모국어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벡과 친구들은 
‘거북이’와 같이 모국어로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생각지도 못한 단어를 받
을 때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다. “기준이 없”이, 아무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 준비와 지똔 평가 때 어려움이 있었다. 

베크조드 “지똔 평가 질문의 예시를 들어줄 수 있어?”
벡 “내 친구들이 받은 질문은 ‘거북이’와 “이름이 뭐예요”를 우즈베크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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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 대답을 한국어로 해달라는 거였어. 내가 받은 질문은 “나는 한
국에 가고 싶다”와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를 한국어로 말하는 거였어. 
아무거나 원하는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 같아.”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지똔 평가 때는 주어진 질문에 대한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점수를 
매기는 평가 기준 또한 없”었다. 그러므로 면접관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모
든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아도 지똔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줄을 
서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시간이 모자라”는 불편도 있었다.

베크조드 “그러면 모든 질문에 다 답해야 해? 아니면, 몇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돼?”

벡 “3-5개 정도 질문이 있는데, 다 답을 해야 돼. 보통 하나만 질문에 대
답을 못해도 탈락이야.”

베크조드 “질문에 대답을 약간 못했을 때는 합격시켜줘?”
벡 “그건 운에 달려있어. 시험 분위기와 그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 달라.”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다행히 벡은 지똔 평가에 합격해 시험 응시자격을 얻었다. 지똔을 받으면 
한국어능력시험에 두 번까지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벡은 시험에서 한 번 
떨어졌지만 다시 응시한 후 한국에 오게 되었다. 시험에 합격한 벡은 입국 
전 10일간의 사전교육을 받았다. 수업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
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그 중 한국어 수업은 “아침 두 시간만” 있었다. 그 
외의 시간은 한국 문화 및 생활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졌다. 벡은 사전교육 
수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했다. 다만, 한국어 수업은 “한글부터 시작”하기 때
문에, 이미 한국어의 기본을 알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과정을 밟아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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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크조드 “사전교육은 내용은 어떤 거야?”
벡 “한글부터 문법까지 입문부터 가르쳐줘.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내용이

기는 해. 시험에서 합격하고 점수 받았으니까. 그래서 교육은 다시 복
습 개념인 것 같아. 아예 처음부터 시작해. 그리고 한국 생활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10일 동안 가르쳐줘.”

베크조드 “그러면 한국어 수업에 집중해서 알려주는 거야?”
벡 “아니. (한국어) 수업도 하는데, 많은 시간은 한국 문화랑 한국 생활을 

알려줘.”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시험에 합격한 후 한국에 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 벡은 6개월 정도 
한국어를 공부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이다. 벡은 한
국어를 잘하면 보다 빠르고 쉽게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고 그러면 한국인
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벡은 입국 후
에도 한국어를 실생활에서 배우며 한국어 수준을 모국어만큼 높이겠다는 
꿈을 가지며 한국 입국할 날을 기다렸다.

“한국에 오기 전에 목표가 있었는데, 내가 우즈베크어와 러시아어를 잘하
는 만큼 한국에 와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일도 하면서 한국어 수준을 우즈
베크어와 러시아어 수준만큼 높이고 싶었어. 특별한 이익을 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언어를 잘하면 의사소통이나 생활에 문제가 없을 거 
같아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어. 또 한국어를 잘하면 직장에서 동료들이 
내가 외국인이어도 존중해주잖아. 그리고 한국어를 잘 알면 한국 문화도 
쉽게 배울 수도 있어. 한국문화에 빨리 적응이 되면 한국인들도 내 노력과 
지식을 보고 잘 대해줄 거 같아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어.”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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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을 마치고 한국에 오게 된 벡은 3일간의 교육을 받았다. 이곳에
서 교육을 받으며, 벡은 구직 및 직장 생활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게 되었
다. 이 때, 시간상의 이유로 한국어 관련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일 
간의 교육도 마친 벡은 드디어 한국에서의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베크조드 “한국에 오면 교육을 받아?”
벡 “응. 예를 들면. 우즈벡인 대표가 마중 나와. 각 국가마다 코디가 있어. 

교육센터에서 3일 동안 생활해. 거기서 여러가지를 설명해줘. 보통 배
우는 내용은 한국에서 잔업하면 이만큼 나오고, 잔업 시간에 따른 금액 
같은 것. 5일 동안 일하면 하루 보너스가 있고, 퇴직금, 야간·주간 급료 
정보 알려주고, 의료봉사도 3일간 교육 받고. 3일 후에는 서울, 부산, 
사람들을 보내.”

베크조드 “한국어도 알려줘?”
벡 “아니. 시간이 없어. 일자리 어떻게 찾는지, 한국 생활 팁 등 이런 거 

알려줘. 첫째 날은 와서 그냥 앉아있고, 둘째 날은 한국 생활에 대해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줘, 안전교육도 해주고...”

- 벡과의 인터뷰, 2018. 8. 5.

2) 한국 입국 후 이야기: 내가 배웠던 한국어와 달라

(가) 책에서도 말이 이렇게 빨랐나?

이렇게 한국에 오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벡은 “너무 힘들었다.”
고 느꼈다. 특히 시험 준비했던 공부가 직장에 처음 왔을 때는 “거의 도움
이 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뒤에 감이 잡혔을 때” 시험에서 배웠던 내
용들은 비로소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직장 초기에는 다양한 발음 및 억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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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벡은 말하기와 읽기보
다도 듣기에서 큰 어려움을 느꼈다. 

베크조드 “시험을 위해 공부했던 내용들이 직장에서 도움 됐어?”
벡 “처음에 거의 도움 안 됐어. 우리는 보통 표준어로 배우는데, 처음 직장

을 시작했을 때 갑자기 회화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
고 처음에 도움이 안 됐어. 나중에는 좀 아니까 도움이 되기 시작했어. 
직장에서는 발음이랑 다른 요인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어.”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한국인들이 말하는 한국어는 벡이 책에서 배웠던 내용과는 다른 표현들
이 많았다. 또한 쉽고 천천히 말해주는 한국어 교육에 익숙해져있던 벡은 
한국에서 실제 접하는 한국어의 발화 속도가 빠르게 느껴져서 힘들었다.

“우즈벡에서 배웠을 때는 같이 배우는 친구들이나 선생님과는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 천천히 또는 쉽게 말해주셔서 이해가 됐어. 그런데 직장생활에 
와보니 한국인들의 말이 너무 빨라서 이해하기 힘들었어. 내가 우즈벡에서 
배웠던 한국어와는 다른 거 같았어. 초기에는 듣기가 가장 어려웠어, 설명
하고 말하는 것보다.”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이처럼 벡이 처음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그동안 책에서 배
웠던 한국어 표현과 한국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현의 차이에서 비롯된 
어려움이었다. 평소 벡은 한국어를 공부하며 발음과 문법을 많이 어려워하
였다. 그래서인지 직장에서 자신이 한국어로 말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
다. 벡이 책에서 배웠던 문장인데도, 한국인들은 이를 조금 다르게 말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한국에 오기 전 공부한 한국어는 “기본 단어 몇 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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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 실제 한국 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지는 못
했다. 

베크조드 “첫 직장 생활에서 어려웠던 점은 뭐야?”
벡 “내가 배운 건데도 한국 사람이 말하면 못 알아들었어. 사장님도 조금 

다르게 말해. 책에 있는 거랑 (문장) 구조가 달라.”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벡은 한국어 듣기와 말하기의 어려움으로, 직장 생활에 갈등이 생기곤 
했다. 벡은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바꾸고 싶었지만, 사장님께서 거절하
셔서 사유를 설명하기 어려웠”던 사건도 있었다. 또한 일을 하면서 사장님
의 요구를 잘못 이해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도 있었다. 이러한 일들로, 
벡은 억울하거나 답답한 마음에 한국어 공부가 필요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다.

“언어 문제 때문에 야간 할 때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어. 일이 야간으로 
처음 바뀌었을 때, 반장님이 와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나는 
이걸 아예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해서 갈등이 생겼어. 사장님이 짜증내
셨어...
(중략)...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상황을 설명해서 반박할 수도 없고, 이유
를 못 말해서 불이익이나 욕을 먹은 적이 많아. 이것 때문에 너무 짜증나
도 화나서 한국어를 잘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런 상황 때 상황을 
설명하고 반박할 수 있도록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았어.”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이처럼 벡의 첫 직장생활은 순탄하지는 않았다. 한국에 오기 전 TV에 비
쳐진 한국의 모습은 아름다워 보였지만, 노동자로서 일을 시작하니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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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으로 큰 피로를 느꼈다. 

“내가 직장생활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 직장이 아니라 마치 군대생
활 같았어. 일을 하는 시간 동안, 쉴 수 없어서 힘들었거든. 그래서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몇 년 지났더니 적응이 되서 문제없이 잘 일
하고 있어...
(중략)... 근무 첫날에 “이게 한국이야?”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
게 되었어. 오기 전에는 일도 쉬울 거라고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업무강도
가 세서 당황했어...(중략)...한국에 오기 전에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고 한
국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을 시작하고 퇴근하니까 공부할 힘이 
없어서, 속으로 울었어.”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벡은 자신의 의사소통 실력에 대해 “알아듣지만 대답은 못한다”고 대답하
였다. 벡은 상사와 동료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말을 이해
하더라도 표현에 한계를 느끼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병원을 갈 
때나 직장에서 서면 상 동의를 받는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의 한국어
가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알아들었는데 대답을 못하는 게 제일 아쉬운 점이야. 그게 힘들었어. 알아
듣고 있어도 대답을 못하는 게 너무 힘들어. 사장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말이 이해가 되지만, 답을 잘 못해. 왜냐면 한국어로 모든 단어를 구조에 
맞춰 제자리에 넣는 거 힘들어.”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특히, 병원을 갈 때나 직장에서 서면 상 동의를 받는 등의 특별한 상황에
서 자신의 한국어가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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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크조드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한국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벡 “일상생활에서는 특히 병원에 갔을 때야.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약을 

주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진료뿐만 아니라 
어디가 아픈지 설명하기 어려워서... ‘속이 불편하다’, ‘쓰리다’라는 단
어를 몰라서 병원에서 한국어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 직장생
활에서는 적응이 많이 돼서 딱히 어려운 것은 없는데, 서류에 동의하
거나 사인할 때, 어떤 내용에 대한 내용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답
답했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말이야.”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벡이 직장생활에서 한국어 실수를 할 때, 주변 한국인들은 처음에는 이해
해주고 잘 설명해주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는 벡의 실수를 지
적하고 혼냈다.

베크조드 “일을 하면서 한국인들의 말을 못 알아들을 때 반응은 어땠어?”
벡 “화내.” 
베크조드 “어떻게?”
벡 “처음에 못 알아들을 땐 설명해줬어. 그런데 여러 번 모르면 그땐 혼냈

어.”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나) 반말 써서 미안해

한국 생활에서 초기에는 벡은 한국어 듣기를 가장 어려워하였다. 시간이 
지나며, 듣기에 대한 어려움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말을 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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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가끔씩 말하는 
게 힘들 때도 있어.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돼 버렸어. 상대방과 의사소통 
경험이 많아져서 점점 편해진 거 같아.”

- 벡과의 인터뷰, 2018. 8. 5.  
 
직장 동료 및 상사들과의 대화에서 벡은 특히 ‘요’ 어미 사용을 어려워하

였다. 그래서 벡은 직장 생활을 하며 “‘요’를 아예 빼고 반말만 썼”다. 이로 
인해 한국인들과 갈등을 갖게 되었다. 한국인들은 벡에게 예의상 ‘요’를 써
달라고 요구하였다. 벡은 이를 대처하기 위해, 서투른 한국어지만 ‘요’를 사
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벡의 고충을 알게 된 동료들은 벡이 반말
을 써도 이해해주게 되었다. 

“한국인들이 ‘요’를 계속 써달라고 해서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요’가 어렵
다고, 반말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더니, 이제 (‘요’를) 안 써도 된다고 했
어.”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벡은 문제 상황이 생길 때, 스스로 
최대한 한국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도 무조건 말을 해. 욕먹을까 봐 말 안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인내심 가지고 욕먹어도 말을 해.”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평소에 일을 할 때는 업무 과정이나 관련 어휘를 따로 메모해두어 업무
상 생길 수 있는 언어적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메모해둔 것
들은 벡이 일에 보다 빨리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복잡한 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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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하루에 3개씩만 외워서” 외웠다. 한 번에 많이 외우려고 하면 금
세 잊어버리곤 했는데, 꾸준히 3개씩 외우니 기억에 더 잘 남았다.

베크조드 “직장에서 의사소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
벡 “일하는 과정을 눈으로 보면서 배웠어. 그 과정을 우즈베크어로 적었어. 

하루만 일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림이 그려져. 기계 이름 등을 
따로 적어 놨어. 망치, 가위, 칼 등 직접 보면서 적었어. 한국말도 적어
놨어. 적어 놓은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하지만, 벡이 언어상 한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는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의 전화 통역의 도움을 받았다.

“일할 때 설명하기 힘들면 한국어 잘하는 친구한테 전화로 요청했어. 어느 
날은 아파서 허락을 받고 병원가야 되는데, 직접 얘기를 못했어. 그래서 친
구한테 전화로 도움을 구했어. 일자리를 바꿀 때, 사유를 말하고 허락 받기 
힘들 때도 통역가의 도움을 받기도 했어.”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또한 벡은 한국어를 잘하는 지인과 어울리며,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다. 
친구는 같은 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벡이 어려워하는 발음이나 억양을 모
국어와 비교하여 고쳐주고 알려줄 수 있었다. 특히 벡은 아짐이라는 친구를 
통해 한국어를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아짐’이라는 친구의 도움을 받았어. 발음이나 억양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 매일 같이 놀면서 한국어를 배웠어. 예를 들면, “사장님이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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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요.”라는 말은 우즈베크어로 “사장님 사무실에”라고 말하는데. 이렇
게 한국어와 우즈베크어가 다른 특징들을 그 친구를 통해 배웠어.”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아짐은 벡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이지만, 한국어 수준에 있어 벡이 본받고 
싶은 롤모델이다. 사실 아짐의 한국어 실력은 유창하지 않다. 하지만 벡은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의 소통이 가능하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벡은 너무 한국어를 잘하지 않아
도, 어떤 상황에서든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베크조드 “아짐도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건 아닌데 왜 본받고 싶어?”
벡 “아짐은 그 정도만 아는데, 그 정도라도 자신이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

에서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그 정도 수준이라
도 되고 싶어서야.”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벡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는 한국인만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하루 
종일” 사용한다고 하였다.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벡
은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한국어를 계속 사
용하게 되는 환경은 벡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켜주는 좋은 요인이 되었다.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직장에서만 있으면, 친구들과 모국어만 
계속 쓰다 보니 한국어가 늘지 않아. 현장에서 한국어만 쓰면 더 빨리 늘 
수 있어.”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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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벡의 직장에는 벡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준 한국인 동료들이 있었다. 
벡은 동료들과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
하고 싶어졌다. 한국인 동료와의 좋은 관계는 벡이 한국어가 어려워도 관심
을 갖고 배우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베크조드 “한국어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계기가 있어?”
벡 “직장에서 일할 때 한국인 친구들이 엄청 좋았고 친해졌는데, 많이 말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배우고 싶은 계기가 되었어. 한국어에 흥미도 
생겼고, 배울 동기도 생겼어.”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다) 문화 ID 카드 - TOPIK

벡이 한국에 와서 겪은 어려움은 다른 연구 참여자과 같이 한국어 의사
소통과 관련되었다. 벡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한국어 실력 부족으
로 여기며, 현재 자신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 “불만족”하였다. 벡은 한국어를 
더 잘했다면, 자신이 겪었던 소통 문제들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귀가 한쪽이 잘 안 들린다는 이유로 조선소 취직에 실패 했어. 한국에서
만 결과가 잘못 나와서 그런 건데 설명할 수 없었어. 갑자기 취업이 안 된
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어. 한국어를 잘했더라면 설명을 했을 
텐데...”

- 벡과의 인터뷰, 2018. 8. 5. 

이러한 한국어 실력 부족은 직장 생활로 인한 피곤함과 게으름 때문이라
고 보았다. 또한 주어진 자유 시간동안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 91 -

만, 자유롭게 한국을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벡은 자
신이 열심히 공부하면, 한국어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
다.

베크조드 “현재 한국어 실력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뭐야?”
벡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게을러서, 두 번째는 내 생활 때문이야. 나

는 지금 언어를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직장을 통해서 습득을 통해서
만 배워서 이정도 수준만큼 올라와서, 사실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면 
한국어를 더 잘할 수 있을 거거든. 그런데 일이 힘들고 너무 피곤해서 
공부를 못하고 있어. 물론 한 달에 몇 번 쉬는 날이 있는데, 그 날에 
한국어 공부를 못해. 매일 일만 하기 때문에 몇 번 시간이 있을 때는 
한국에 멋진 장소들을 보고 탐색하는데 투자하고 싶거든.”

- 벡과의 인터뷰, 2018. 12. 15. 

벡은 한국어 말하기에 있어서, 특히 한국어 문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전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했다. 벡은 한국어 무료 교육이 있다면, 문
법과 말하기를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베크조드 “직장 적응 시기에 한국어 무료 교육이 있었다면 참여했을 거
야?”

벡 “응, 참여했을 거야. 수업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내가 제일 원하는 거
야. 다른 외국인들과 친구가 되고 얘기해야 할 때, 한국어 연습이 돼.”

베크조드 “뭘 배우고 싶어?”
벡 “문법이랑 의사소통 말하기. 문법을 알면 말하기 쉬워. 나 같은 외국인

이 못하는 게 뭐냐면, 문법을 잘 몰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
대로 전달 못해.”

- 벡과의 인터뷰, 2018. 12. 15. 



- 92 -

벡은 한국어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실상 직
장 생활에서는 한국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직장 상사가 벡에
게 기대하는 것도, 벡이 한국에 온 이유도 역시 일을 잘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직장에서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말을 삼가게 된다. 따라서 벡
을 포함한 다른 외국인들 역시 언어적 이유로 불편을 겪고 있더라도, 한국
어 실력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베크조드 “직장 생활에서 한국어가 중요해?”
벡 “일하고 있을 때 한국어가 중요하지 않아. 일에만 적응되면 돼. 일할 땐 

말도 안 해. 다 각자 자기 자리에만 있을 뿐이야. 외국인들 50-60%는 
언어(한국어) 몰라.”

- 벡과의 인터뷰, 2018. 12. 15. 

벡은 직장생활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모국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어려
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가족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벡의 꿈이다.

베크조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는 목적이 있어?”
벡 “일단 일하러 왔으니 돈이지.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조그만 더 

참으면,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야. 돈과 가족을 생각하
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줘.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에게 감
사해. 월급을 올려줘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됐어.”

- 벡과의 인터뷰, 2018. 12. 15. 

또한 한국에 온 후 벡은 새로운 꿈들이 생겼다. 첫째는, 토픽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다. 하지만, 토픽을 받고 싶은 이유가 거창하지는 않다. 단
지 “있으면 좋아서”, “내 실력을 증명”해주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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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한국인의 눈으로 보는 외국인으로서의 자신의 가치
가 높여진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해 더 잘 안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벡은 토픽 급수가 “계급장” 또는 “한국문화 
ID카드”라고 생각했다.

베크조드 “한국에 온 후 한국어에 관해서 새로 생긴 목표가 있어?”
벡 “새로 생긴 목표가 있어. 토픽합격하기. 토픽에서 높은 급수를 받는 목

표가 생겼어.”
베크조드 “이유는 뭐야?”
벡 “토픽이 좋은 거잖아.”
베크조드 “토픽이 뭐가 좋은데?”
벡 “토픽 자격증 있으면 좋잖아. 국적을 증명하는 건 여권이잖아. 나의 언

어실력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토픽이야. 내가 토픽 자격증이 있으면 다
른 사람에게도 내가 토픽 몇 급이라고 하면 내 한국어 실력을 증명할 
수 있잖아. 누가 내 한국어 실력을 의심할 때도 점수를 보여줄 수 있
고. 토픽은 한국에서 내 계급을 결정해주는 계급장 같은 거야. 한국인
이 봤을 때, 다른 외국인들 사이에서 나의 계급을 더 높여주는 거야. 
우리가 한국에 도착하면 ID카드11)를 주잖아. 어떻게 보면, 토픽이 나의 
한국문화 ID카드이라고 볼 수 있어.”

- 벡과의 인터뷰, 2018. 12. 15.  

또 벡은 한국에서 번 돈을 통해 가족들을 부양하는 데 쓸 뿐만 아니라, 
공장을 만들고 한국인과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꿈이 생겼다. 사업을 할 때 
한국인과 직접 한국어로 소통을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벡은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아직은 퇴근 후 피곤할 때
가 많아 한국어 공부를 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벡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11) 여기에서 ID카드는 외국인 등록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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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력 중이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어를 잘 배우고, 한국에 일하는 동안 돈도 많이 벌고 
나중에 우즈벡에 돌아갈 때 우즈벡에 없거나 인기 많은 한국 물품을 가져
가서 우즈벡에서 사업하고 싶어. 또 한국인과 같이 우즈벡에서 공장을 하
나 만들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해. 왜냐하면 한국
인과 중간에 통역이나 번역 해주는 사람 없이 직접 거래하고 싶거든.”

- 벡과의 인터뷰, 2018. 12. 15. 

4. 노들의 이야기: 한국어보다는 일이 우선

1) 한국 입국 전 이야기: 한국어는 너무 어려워

(가) 사전으로밖에 한국어 배울 수 없었어

노들은 2014년 8월에 입국하여, 한국에 온 지 거의 5년째 되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본 연구의 다른 참여자들처럼 노들 역시 한국에서 일을 한 경
험이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특히, 
이들이 사업을 위한 기반이 되는 포크레인이나 트럭을 고향에 들이는 모습
을 보며, 노들 역시 한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또한 
빠른 기간 내 경제적으로 성장한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보겠다는 포부도 있
었다. 그리하여 노들은 한국에 오기 위한 첫 관문,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베크조드 “한국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듣게 되었나요?”
노들 “주변에 한국에 다녀온 친구들을 통해서 자주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듣게 됐어. 그리고 한국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우즈벡으로 포크레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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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냈는데, ‘아, 나도 한국에 가면 돈을 모아서 포크레인이나 트럭 같
은 것도 사서, 집으로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한
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 왜냐하면 이런 화물차들이 있으면 우
즈벡에서도 개인 사업을 할 수 있거든.”

베크조드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뭔가요?”
노들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빨리 벌 수 있어서야. 한국이 경제개발수준이 

높고, 발전된 나라여서 일을 하면서 우즈벡에서도 적용해볼 수 있는 
기술이나 도움 되는 것들을 배워보고 싶어서야.”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8. 18. 

노들은 사전을 이용하여 한국어를 독학하였다. 주로 사전에는 단어와 간
단한 표현들을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했다. 평소에는 사전을 활용하여 공부
하였고, 시험이 다가오기 몇 개월 전에는 “기출 문제집을 풀어보며” 공부하
였다. 혼자 공부하면서 어려운 부분이나 기출 문제의 답을 모를 때는, 한국
어를 잘하는 이웃집 형의 도움을 받았다. 

“단어랑 자주 쓰이는 간단한 표현들이 적힌 사전으로 공부했어. 주변에 없
어서 한국어 관련 기관이나 학원은 못 다녔어...
(중략)... 한국에 다녀온 후 통역가가 돼서 한국인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웃집 형이 있는데, 그 형에게 가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형이 시간 있
을 때마다 알려줬어.”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8. 18.  

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읽기였다. 특히 단어가 연
달아 있는 구절을 읽을 때와,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혼자 공부를 할 때 어휘나 쓰기는 암기를 할 수 있지만, 읽기에서 발음은 
자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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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히 한국어를 잘하는 이웃집 형이 있었기 때문에, 발음에 있어서도 형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베크조드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공부할 때 어려웠던 점은 뭔가요?”
노들 “한국어를 외우거나 쓸 수는 있는데, 읽기가 어려웠어. 긴 단어나, 구

절처럼 단어를 연달아 읽는 게 어려웠어. 특히 받침 있는 글자 읽는 
게 어려웠어.”

베크조드 “이런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했어요?”
노들 “스스로 공부할 때, 발음 같은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웃집 형

한테 시간 있을 때마다 모르는 단어나 발음을 자주 가서 물어보고 
배웠어. 한국어 배울 때는 단어 암기 등 다른 건 문제 없었는데. 읽
기만 문제가 있었어.”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9. 29. 

(나) 시험이냐 복권이냐?

노들은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동일하게, 지똔 평가에서 응시자격을 얻은 
후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에 오게 되었다.

베크조드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됐어요?”
노들 “한국에 온 지 4년이 좀 넘었는데, 지똔을 받고 2개월 후에 시험을 

보고 왔어. 시험은 읽기 25개, 듣기 25개 문제로 되어 있었어. 지똔
은 약간 퀴즈 같은 거야. 어떤 단어들을 나한테 한국어로 물어보고 
우즈베크어로 말하게 하거나, 우즈베크어로 물어보고 한국어로 무슨 
뜻인지 물어봐. 질문의 답을 다 맞히면, 지똔을 받을 수 있어.”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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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은 지똔에 2번 탈락하고 3번째 시도에 합격하였다. 지똔 평가에서는 
무작위의 단어가 주어지기 때문에 노들은 최대한 단어를 많이 외우려고 노
력하였다. 노들은 이처럼 지똔을 위해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몇 개 안 되는 질문으로만 한국어 실력을 평가하는 지똔 평가 
방식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다.

“지똔에 탈락할 때마다 정말 단어를 잘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 단어를 빨
리 그리고 많이 배울수록 합격할 확률이 많아.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
까. 솔직히 질문 한두 개만 줘서 모르면 탈락시키는 게 아쉬워. 그래도 노
력할 수 있어. 단어를 많이 외우고 배우면 합격 확률이 높아져.”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9. 29. 

노들은 시험에 합격 후, 한국에 오기 전 14일간의 사전 교육을 받았다. 
입국 후에는 3일간의 본격적으로 직장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 

“한국에 오기 전에 2주일간의 사전 교육을 받았어. 시간은 짧았지만 이러
한 교육이 좋은 것 같아. 한국에 와서도 3일 동안 교육을 받았어. 교육 내
용은 주로 실용적인 어휘, 문화, 그리고 직장에 대한 소개가 포함되어 있었
어.”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9. 29. 

노들이 시험을 위해 공부한 내용은 처음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
만, 직장생활과 실제로 사용되는 한국어 표현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에
는 공부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

베크조드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한 내용이 한국에서 도움이 많이 됐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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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 “처음에는 도움이 많이 안 됐어. 직장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장은 내가 
알고 있던 문장과 의미는 같아도 표현은 달랐어. 시간이 많이 지나
서, 그때서야 우즈벡에서 배운 내용도 점점 도움이 되기 시작했어.”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9. 29.  

2) 한국 입국 후 이야기: 나의 한국어 선생님, 네팔 친구

(가) 음료수 뭐 먹을래?

한국에 온 노들이 가장 처음 만난 한국인은, 3일간의 입국 후 교육 후 공
장으로 데리러 온 사람이었다. 노들은 공장에 같은 나라 사람이 있는지 물
어보기 위해, 한국에 오기 전에 “우즈벡 사람이 있어요?”라는 문장을 미리 
외워왔다. 한국인이 손가락으로 4를 만들어서, 덕분에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가 4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대화는 없었지만 휴게소에 들
어오며 손동작과 사전을 통해 한국인과 간단한 소통을 나눌 수 있었다. 하
지만, 노들이 상대의 질문을 오해하여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한 후부터는, 
한국인은 노들에게 더 이상 질문을 건네지 않았다. 이를 노들은 자신의 한
국어가 부족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공장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렀을 때, 날 데려온 한국인과 편의점에 갔어. 
그 사람이 뭐라고 한국어로 말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랬더니 나를 음료
수 있는 곳으로 데려왔어. 그래서 ‘아, 음료수를 고르라는 거구나’를 알고, 
캔 콜라 하나를 골랐어. 같이 음료를 마시면서 쉬는데, 한국인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라고 물어봤어. 근데 내가 못 알아들어서, 그 사람이 핸드폰
으로 ‘나이’라는 단어를 러시아 사전으로 검색해서 보여줬어. 그런데 내가 
갑자기 러시아어가 헷갈려서 ‘키’라고 이해해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은 나
이를 물었는데, 내가 “키가 ~이에요.”라고 대답해서 웃긴 상황이 돼버렸어. 
그 후로 그 한국인이 질문을 안 했어. ‘아마도 내가 한국어를 이렇게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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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그래서 질문을 그만둔 거구나’라고 생각했어.”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1. 18. 

사실 노들은 한국에 오면 미리 준비한 기념품을 사장님께 드릴 생각이었
다. 하지만 기념품에 관한 질문의 답변이나 설명을 한국어로 말할 자신이 
없었다. 노들은 자신이 한국어를 못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면 부끄러울 
것 같았다. 결국 다음날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의 도움으로 기념품을 전달하
였다.

노들 “(생략)...마음이 불편했어. 한국 오면 첫날에 나를 고용한 사람에게 
주려고 우즈벡 기념품을 사왔는데, 줄까 말까 망설였거든. 결국 그 
날 안 줬어.”

베크조드 “왜 안 줬어요?”
노들 “줄 수는 있었는데, 만약에 왜 줬냐고 물어보면 그 이유를 한국어로 

제대로 말할 자신이 없어서... 내가 한국어를 못 하는 게 부끄러워질 
수 있어서... 그 다음날 한국어를 아는 친구를 통해서 줬어.”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1. 18. 

공장에 도착하고 일을 시작한 노들은 한동안 업무로 힘들었다. 자신이 생
각했던 것보다 한국에서 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몸을 쓰는 일이 많았기 때
문이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노들은 한국에서 일을 좀 더 수월히 하는 데에
는 한국어 실력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왔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해보며, 노들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할 경
우 노동의 어려움이 배가 될 것임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다.

베크조드 “한국 입국 전에 상상했을 때와, 입국 후에 실제로 경험한 외국
인 근로자인 자신의 모습의 차이가 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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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 “차이가 컸어. 이렇게 몸이 힘들지 몰랐어. 우즈벡보다 일이 더 쉽거
나 비슷할 줄 알았는데, 몸을 너무 많이 써야 해서 힘들었어. 그리고 
언어를 못하면 한국에서 힘들 거라고 오기 전 부터 알고 있었어. 그
래서 오기 전부터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도 
이걸 확실히 느꼈어. 그래서 물리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언어도 
제대로 못하면 일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 한 시간에 할 일을 두 시
간 하게 되거나, 일이 느려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1. 18. 

노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는 받침을 포함한 한국어 읽기를 어려워하였다. 
하지만 한국 와서 생활을 하며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 듣기 문제였
다. 실제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말은 책에 쓰인 표현과 달랐을 뿐만 아니라, 
억양과 발음 또한 다양해서 노들이 알아듣기 어려웠다. 또한 자신이 아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 문장도 한국인들이 빨리 말하면, 그 단어들조차 듣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 컸다. 혼자 공부할 때는 한국어를 천천히 들으며 이해
할 수 있었지만, 한국인들이 실생활에서 쓰는 한국어는 노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빨랐다.

베크조드 “처음에 직장에 적응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뭔가요?”
노들 “바로 한국어를 알아듣기 어려웠어. 그리고 말이 너무 빨랐어...

(중략)... 우즈벡에서는 한국 오기 전, 우즈벡에서는 한국어 읽기, 특
히 받침이 어려웠는데, 한국에 온 후에는 한국인들의 말이 너무 빨라
서 알아듣기 어려웠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3~4개나 있는 문장
도 너무 빨리 말하니까 그 단어조차 못 알아듣고. 빨리 말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도 놓치게 되는 거야.”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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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듣기’가 한국어 의사소통 시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했다. 이외에도 말하기, 문법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노들은 
듣기뿐만 아니라, 발음의 문제로 한국인들이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들었던 어
려움도 있었다.

베크조드 “한국어로 의사소통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
세요?”

노들 “듣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하기와 의사소통도 중요한 
거 같아. 특히 발음도 중요한데, 직장 생활을 하며 제 발음이 정확하
지 않아서 한국인들이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았어. 문법도 마찬가
지고. 문법도 내용을 전달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해.”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1. 18.

노들은 직장생활에 적응을 해가며 이러한 소통의 문제는 조금씩 해결해
나갔다. 그런데 현재도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 서류
상의 동의 및 구비가 필요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핸드폰 개통을 위한 정
보들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서,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한국에서 개통조건 알아보거나, 요금제 알아보거나 계약서 같은 조건을 
제대로 이해 못한다고 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 핸드폰 관련, 서류 
관련... 이런 일들이 어려워.”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1. 18. 

(나) 고마운 네팔 친구

노들은 한국어가 어려웠지만,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
다. 한국 영화도 보고, 한국인에게도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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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노들은 한국인에게도 적
극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며 이야기하려고 노력하였다. 한국어로 말하는 게 
어려울 때는, 영어를 조금씩 섞어가며 설명하기도 하였다.

베크조드 “한국어 실력을 어떻게 향상시켰어요?”
노들 “한국 영화를 많이 봤어. 일할 때는 잘 못 알아듣는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주위 사람에게 계속 물어봤어. 그리고 일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마다, 도구나 기계 이름을 한국인들에게 자주 물어봤어. 그 다음날 
잊어버리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다시 물어봤어...
(중략)... 나는 우즈벡에서도 사람들이랑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거든. 
한국에 와서도 사람들과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려면 한국어로 해야 
하잖아. 내가 영어도 조금 아니까, 한국어가 막힐 때는 영어와 한국
어를 섞어서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노력했어.”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1. 18. 

하지만, 노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듣기에 취약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은 동작을 통해 설명하거나, 한국어를 하는 모국인 동료들을 통해 소
통하였다. 노들은 한국어가 어려웠지만, 주위에 같은 나라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동료들과 소통이 가능하였다. 그래서 노들은 직장생
활을 하며, 한국인보다는 주로 같은 출신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과 지내고 
소통하였다.

베크조드 “직장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 할 때, 무엇이 어려웠고, 어떻게 해
결했어요?”

노들 “아주 어려운 건 없지만, 알아듣기 어려워. 만약에 내가 못 알아들으
면, 상대방이 동작을 보여주며 설명해줬어. 아예 못 알아들을 때는, 
다른 우즈벡인 동료들을 데리고 설명했어. 그 친구들이 모국어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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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줬어. 직장 초기에는 주위에 우즈벡인이 많아서, 한국어로 의사
소통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 쉬는 시간이나 평상시에 친구들이랑 우
즈베크어를 많이 사용했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우즈베크어로 자주 
물어봤어.”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1. 18. 

이처럼 노들의 언어적 어려움을 해결해줬던 모국인 동료를 바라보며, 노
들은 자신의 한국어 수준이 그 동료만큼만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스
스로 한국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어가 되면, 한
국 생활이 더 편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베크조드 “한국어 수준에 있어서 닮고 싶은 롤모델이 있나요?”
노들 “일하는 공장에 같이 일하는 한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한국에 온 지 3년이 되었고, 한국어를 잘해서 공장에서도 문제 있으
면 항상 나를 도와줬어. 그래서 나도 이 사람 정도의 한국어 실력만 
되어도, 한국에서 사는 데 문제없겠다고 생각했지.”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1. 18.

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며 실수로 말했을 때, 동료들이 잘못 말한 부분을 
자주 고쳐주어 한국어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직업 특성상 소통이 
많이 필요 없으므로 점차 한국어 사용이 줄어들었다. 일에만 집중을 하면 
되기 때문에, 노들은 한국어 사용보다는 기계를 잘 다루면 된다고 생각하였
다. 

베크조드 “당신의 한국어 실수에 대해 동료들이 피드백을 해준 적이 있나
요?”

노들 “피드백 받은 적이 많아. 평소에 한국인 동료들이 일하던 중 내가 한



- 104 -

국어를 실수로 말할 때, 자주 고쳐줬어. 그 덕분에 한국어 실력이 많
이 늘은 것 같아.”

베크조드 “동료들이 피드백을 얼마나 자주 해줬어요?”
노들 “직장생활 초기에는 피드백이 너무 많았어. 지금은 업무를 잘 아니까 

피드백도 많이 없어. 업무를 설명해주는 대화들이 많이 없어져서 한
국어도 많이 안 쓰게 됐어. 나는 내가 다루는 기계하고만 소통을 잘
하면 되거든.”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2. 22.

그런데 이후 다시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노들은 자신이 확실히 아는 것만 
말하기 때문에 자신의 한국어에 대한 동료들의 피드백이 별로 없다고 응답
한 점에서 이전의 답변과 차이를 보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노들
은 직장 상황에 따라 달랐다고 답변했다.

베크조드 “상대방이 한국어 실수에 대해 피드백을 준 적이 있어요?”
노들 “보통 천천히 말을 해도 확실히 아는 것만 말하니까 고쳐주는 일은 

별로 없었어. 왜냐하면 나는 보통 알거나 자신 있는 것만 말하거든. 
그래서 나한테는 피드백이 별로 없었어.”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1. 18.

노들은 언어적 어려움에 대처할 때, 한국어와 영어를 잘하는 네팔 외국인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다른 참여자와 달리, 노들은 영어도 어느 정도 
구사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네팔 친구에게 한국어를 배울 때 영어를 활용하
여 도움을 많이 받았다. 타국에서 한국에 온 근로자이며, 같이 일하는 동료
였기 때문에 노들은 마음에 맞는 친구와 지내며 한국어를 더 잘 배울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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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크조드 “한국어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사람이 있어요?”
노들 “네팔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와 같이 일을 했어. 그 친구와 

수다도 떨고 농담을 하면서 한국어를 많이 배웠어. 그 친구는 한국어
를 잘하는 친구였어. 업무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한국어를 많이 알려줬어. 그리고 나도 그 친구도 영어를 좀 
하는 편이라 영어로 한국어를 배우기도 했어. 예를 들면, 내가 한국
어로 ‘동물’이라는 단어를 몰랐을 때, 네팔 친구한테 영어로 ‘animal’
이 한국어로 뭐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아, 그건 동물이야.”라고 알려
줬어. 이런 식으로 새로운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많아.”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1. 18. 

또한 빨리 말하는 것 때문에 한국인들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던 
노들이었기에, 같은 외국인 입장에서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말하는 네팔 친
구의 말이 쉽게 이해되어 한국어 소통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 네팔 친구도 나 같은 외국인이어서 쉬운 단어를 선택해서 말하고, 설
명도 쉽게 해줘서 좋았어. 한국인이면 한국어를 빨리 말해서 알아듣기 어
려운데, 네팔 친구는 쉽게 설명해줘서 이해가 잘 됐어.”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1. 18.

또한 언어적인 면 외에도 심리적 지지에 있어 같은 나라 출신의 한 형에
게 큰 도움을 받았다. 특별히 직장 생활 초기에 노들은 일이 힘들고, 한국
어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해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며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한국 생활의 경험이 있는 형이 노
들에게 격려의 말로 위로해주어 노들은 심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베크조드 “이렇게 어려웠을 때 도움이 된 것이나 사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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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 “우즈벡 형님이야. 특히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한국어도 잘 못 알아
들었을 때였고 일도 너무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
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 그런데 그 형님이 “아니야, 너는 참을 
수 있어. 앞만 보고 가. 뒤로 가면 더 힘들어져. 너는 남자잖아. 포기
만 안 하면 돼. 이러면서 점점 배우는 거야.”라고 격려해줘서 지금까
지 계속 일할 수 있었어. 초반에 누가 뭐를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잘
못 가져오거나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자존심이 자주 상해서 ‘귀국해
야 하나’, ‘돌아갈까’라는 생각이 많았어. 그때마다 형님의 말이 도움
이 많이 됐어.”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1. 18. 

(다)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어를 언제 배워?

 
“일하는 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밖에서 식사하고 쇼핑하고 생활하는
데,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문제없어. 힘든 상황도 있는데, 서류 작성 
및 읽을 때만 어렵고 이해를 못해. 근데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안 돼. 왜냐
하면 서류는 어쩌다가 1년에 한 번씩 닥치는 문제이고, 그때는 통역인에게 
부탁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 때이
고, 이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어.”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2. 22. 

노들은 한국에 온 후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좀 늘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어휘가 확장되고, 반말과 존댓말을 어느 정도 구별하게 되었”다. 하지
만, 자신의 한국어 실력에 대해 노들은 “아직까지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
하였다. 노들이 겪은 한국 생활 및 직장 적응의 어려움 역시 한국어 이해 
및 말하기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어 실력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원인
을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노들이 한국에 온 목적은 돈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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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노들의 관심사는 한국어가 아닌 일이었다. 또한 노
들은 자신의 한국어가 부족한 것이 일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로 보지는 않
았다. 그러므로 노들은 한국어 실력이 높지 않은 것에 있어서 아쉬워하는 
마음은 없었다. 한편으로는 직장에 다녀오면 피곤해서 한국어 공부를 미루
게 되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

베크조드 “한국어를 잘 못 배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노들 “일 때문이야.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일이 우선이야. 언

어는 뒷전이고. 또 한국어를 배울 기회도 없었고. 일하다가 피곤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기운도 없고, 빨리 잠자고 싶고... 그 다
음날 바로 일을 하니까 배울 기회가 없었어.” 

베크조드 “주말에 배울 기회가 있잖아요?”
노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는 배우고 싶지는 않아. 일

주일 동안 잔업, 야근까지 한 상태라 유일한 휴일인데 그냥 쉬고 싶
어. 공부할 생각도 없어.”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2. 22. 

또한 노들은 본 연구의 다른 참여자들과 달리, 한국어를 더 이상 배울 의
지가 보이지 않았다. 한국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다른 연구 
참여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노들 역시 일을 할 때 한국어가 그리 중요하
지 않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노들은 한국어 공부에 대한 관심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베크조드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우셨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배울 의향이 있나요?” 

노들 “한국어를 배울 의향이 하나도 없어. 너무 어려워. 글자도 못 알아보
겠어. 처음 한국에 왔을 때라도 한국어 수업을 원하지 않았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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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어 실력으로도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어. 한국어를 잘 
몰라도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1. 18. 

그런데 다시 이루어진 인터뷰에서는 한국어를 배울 의지가 있다고 대답
한 점에서 이전의 응답과 차이를 보였다. 예전 인터뷰 당시, 노들의 컨디션
이 좋지 않았고,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사실 노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면서도, 업무에 따른 피로로 한국어 학습
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기도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답변 차이에는 
연구 참여자의 기분 및 상황 변수가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베크조드 “곧 우즈벡 귀국할 예정인데, 조금 일찍이라도 한국어를 배울 기
회가 있었다면 배웠을 건가요?”

노들 “나는 배웠을 거야.”
베크조드 “어? 예전 인터뷰 때는 안 배웠을 거라고 대답했는데, 대답이 다

르네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노들 “아,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거든. 아마 그 때는 기분이 

안 좋았거나, 피곤한 상태였어. 원래는 한국어를 그 때도, 그리고 지
금이라도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배우고 싶은데도 안 배우고 싶어지기도 해.”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2. 22. 

이처럼 노들은 한국 생활에서 언어 사용보다 일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일을 할 때는 수준 높은 한국어가 아닌, 일상에서 대화가 가
능한 정도의 한국어 실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노들은 직업목
적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일상생활의 
소통을 도와주는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 109 -

베크조드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직업목적 한국어 같은 특별한 교육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노들 “난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일상생활 한국어만 잘하면 지금 일하는 곳
에서도 편하게 일할 수 있어.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계와 도
구 이름이고, 일상 한국어 실력으로도 업무가 가능해. 직장보다는 일
상생활에서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한국어 능력이 필요해.”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2. 22. 

이처럼 노들은 한국 생활에서 언어 사용보다 일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또한 일을 할 때는 수준 높은 한국어가 아닌, 일상에서 대화가 가
능한 정도의 한국어 실력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노들은 직업목
적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오히려, 일상생활의 
소통을 도와주는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베크조드 “한국어와 관련해서 목표가 있나요?”
노들 “특별히 없는데... 한국어를 되도록 많이 배우는 게 목표야. 왜냐하면 

많이 배울수록 한국에서 생활하거나 직장에서 일할 때 어려움을 줄
일 수 있을 거 같아서.”

베크조드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생긴 꿈이 있나요?”
노들 “당연히 한국으로 노동하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꿈이 있을 

거야. 한국어를 잘 배우게 되면, 우즈벡과 한국 사이에서 사업을 하
고 싶어. 한국인과 파트너가 돼서 우즈벡으로 물건을 보내고 판매를 
하고, 우즈벡에서도 한국으로 물건을 가져와서 사업하는 것이 목표
야.”

베크조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표인데, 지금부터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
한 목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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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 “아니. 한국어를 제대로 못 배워서 그 목표가 사라졌어. 한국어를 잘 
못하거든.”

베크조드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어 수준으로도 할 수 있는 건 생각 안 해
봤어요?”

노들 “아니, 지금 내 한국어 수준은 불만족스러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베크조드 “그러면 우즈벡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노들 “이 수준이라도 써야지. 내가 기회가 되면 계속 한국어를 배울 거고, 

공부할 거야. 다시 시험을 봐서 한국 출입국 허가를 받을 거야.”
베크조드 “그럼 관련된 목표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목표네요? 한국에 오

기 위해 다시 한국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노들 “아 그럼 목표가 있었네.”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2. 22.

노들이 직장생활 적응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이를 참을 수 
있었던 동기는,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이다. 노들은 현재의 역경을 보기보다
는 앞으로 가족에게 안겨줄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
지 않기 위해 한국어 공부도 틈틈이 하였다. 또한 도니처럼 노들 또한 우즈
베키스탄인은 자신을 인내심이 강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민족으로 생각하
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다. 노들이 내딛은 발은 책임감으로 무게가 있지
만, 다가올 미래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

베크조드 “한국 생활을 하며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런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노들 “내가 가족의 미래를 위해 돈 벌려고, 일하러 왔으니까 아무리 어려
워도 참아야지. 겨우 여기로 올 기회를 얻었는데, 그냥 돌아가게 되
면 서운하지.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참고 노력을 해서 견딜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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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어. 그리고 언어를 못하면 물건 불량을 많이 내거나 해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그럼 다른 직장에 가고, 또 퇴직 당하면 결국 모국으
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참았
어. 또 우즈벡인이니까 참아야 해.”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2. 22.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입국 전후 한국어 습득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경험을 유지윤(2019)을 참고하여 주요 사건을 통해 내러티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표 Ⅳ-1>과 같다. 자료 분석은 대화 인터뷰
의 전사 기록으로 수집한 현장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으며 지속적으로 나타
나는 내러티브 패턴, 줄거리, 주제 등을 찾아내어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
루어졌다.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 퍼즐과 관련된 이야기를 추려
내었다. 그리고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내용을 잘 나타내줄 주제어를 뽑아냈
다. 이와 같이 재구성된 이야기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입국 전후 
한국어 습득 경험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고, 교육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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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내러티브의 핵심 주제

내러티브의 중위 주제 내러티브의 하위 주제 내러티브 분석 내용

도니

남자니까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기다리고 
기다려온 

한국어 시험

한글이 너무 예뻐

정의적 요인 내 자신이 진짜 자랑스러웠어
정의적 여과기가설 언어를 배울 자신감이 떨어졌다

학습 동기
혼자서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

학습 어려움 언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졌어 
어려움 극복 한글이 신기하고 예뻐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EPS-TOPIK 응시 방식의 문제
희망자들 모두를 평가한 다음에 지
똔을 주면

시험 평가 문제
시험 볼 때 한국어와 일할 때 쓰는 
한국어가 많이 달라

입국 전 사전 교육 문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한국어 공부를 
더 했더라면

한국에 온 도니

억울한 노동 사례 반박 못했어
근로 문화의 차이 한국 직장 문화도 모르고

사투리 사투리가 제일 어려웠어
외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한국에서는 그 상황에서 안 쓰거나

학습 동기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간
절했어

너무 어려워, 
한국어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자

현장 학습
직장생활을 하면서 점점 배우기 시
작했어

현장 피드백 멘토의 중요성
내가 했던 말을 고쳐서 다시 말해
주면서

소통 의지 친해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표 Ⅳ-1> 연구 참여자의 한국 입국 전후 한국어 습득 경험 내러티브 분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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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의 꿈

학습 불안
열심히 배워도 제대로 못 배울 것 
같아서

습득 환경
말을 길게 하거나 많이 하면 좋지 
않아

일상생활 한국어의 중요성 일상적인 한국어만 잘해도 충분해

학습 목표 중요성
한국어 능력시험 4급에 합격하고 
싶어

알리

 가족의 행복을 
꿈꾸는 기러기아빠

독학으로 
한국에 오다

한국어 교재 
어디에서 구하지?

교육 접근성
우리 주변에 학원이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다

독학 사전으로 공부했어

학습 교재
우즈베크어로 된 책이 그밖에 없
었어

발음 학습
정확한 발음을 알려 줄 사람도 없
고

축구장에서의 긴 줄
시험 응시 운이 좋으면

입국 전 교육 한국 생활, 한국어

나에게 힘이 된 
한국인 동료

소통이 잘 안 돼

의사소통 문제
한국어로 내용을 제대로 전달 못해
서

발음 문제
사람들의 발음도 알아듣기 힘들었
고

억울한 노동 사례
누구와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하지 
못하니

오늘이 아니면 실수와 극복 과정 일하는 과정에서 가르쳐 주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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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꼭

직장 동료 피드백
직접적으로 고쳐서 피드백을 많이 
해 주셨어

친구 도움 요청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

산업 현장 어휘 이해를 못해서 집게를 가져왔어
억울한 한국어 의사소통 사례 내려야하는 정류장을 놓쳐버렸어

한국어 실력에 
달려있는 편안함

일상생활 한국어의 중요성
일상 한국어만 잘하면 충분해, 나머
지는 일하면서 습득

 억양
이해하기 위해서 억양의 역할도 크
더라고

소통 의지 의사소통하기 위한 한국어 

벡

사장님 
제 말 좀 들어 주세요

재미있는 
한국어 학원

1등만 하자

시험 위주의 한국어 교육
시험 위주로 어떤 형식이 문제가 
나오는지 알려주고

 외재적 학습 동기 누가 1등 하는지 테스트해

발음 학습
발음이 제일 어려웠어, 소리로 내는 
게 어려웠어

어려움 극복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

통합적 동기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의 책
임감

2번째 시험도 
떨어지면 한국을 

꿈에서만

임의로 주어진 응시 평가 질문 
아무거나 원하는 질문을 하시기 때
문에 기준이 없는 것 같아

응시 자격 평가 면접관에 성향에 따라 달라

다시 한글 가르쳐 주는 사전 
교육

교육은 다시 복습 개념인 것 같아

자기 주도적 학습 목표 언어를 잘하면 의사소통이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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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제 없을 거 같아서 배우고 싶
었어

내가 배웠던 
한국어와 달라

책에서도 말이 
이렇게 빨랐나?

듣기 교육의 중요성
우즈벡에서 천천히 말해주셔서 이
해가 됐어. 한국인들이 말이 너무 
빨라서...

시험 공부의 실용성
보통 표준어로 배우는데, 직장을 시
작했을 때 회화식으로 말하는 거야

교재의 실용성 책에 나와 있는 거랑 구조가 달라

직장 문화 차이
직장 생활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

병원 용어 어디가 아픈지 설명하기 어려워

반말 써서 미안해

말하기 문제 가끔씩 말하는 게 힘들 때도 있어
경어법 문제 ‘요’를 계속 써 달라고 해서

모험 시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도 무조건 말
을 해, 욕먹어도 말을 해

학습 방법 기계 이름 등을 따로 적어 놨어
친구 도움 친구한테 전화로 요청했어

한국어에의 노출
현장에서 한국어만 쓰면 더 빨리 
늘 수 있어

한국인 동료의 격려 한국인 친구들이 엄청 좋았고

문화 ID 카드 - 
TOPIK

학습자 자신감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직장 특성에 따른 언어 실력
일하고 있을 때 한국어가 중요하지 
않아

통합적 동기
토픽은 내 계급을 결정해주는 계급
장

한국어는 너무 사전으로밖에 한국어 독학 주변에 없어서 학원은 못 다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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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

한국어보다는 
일이 우선

어려워
배울 수 없었어

읽기 학습 단어를 연달아 읽는 게 어려웠어

발음 학습
발음 같은 게 맞는지 알 수가 없어
서

시험이냐 복권이냐? 응시 평가 타당성
질문 한 두 개만 줘서 모르면 탈락 
시키는 게 아쉬워

사전 교육 중요성 시간은 짧았지만 좋은 것 같아

나의 한국어 
선생님, 네팔 

친구

음료수 뭐 먹을래?

회피
내가 한국어로 제대로 말할 자신이 
없어서

의사소통 문제
나이를 물었는데 내가 “키가 ~이에
요.” 라고 했어

 발음, 듣기
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한국인
들이 못 알아들어

고마운 네팔 친구

내재적 동기 주위 사람에게 계속 물어봤어

직장 동료의 도움
다른 우즈벡인 동료들을 데리고 설
명했어

신체 언어
한국어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 손동
작을 사용했어

모국 사람 격려 우즈벡 형님이 격려 해 줘서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어를 언제 배워?

직장 특징에 따른 언어 
한국어 많이 안 써, 나는 내가 다루
는 기계하고만 소통을 잘하면 되거
든

실력의 중요성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계와 
도구 이름

사회문화적 요인 일 때문이야, 배울 기회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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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한국어 습득 

경험의 의미

본 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의 내러티브에서 드러난 이들
의 한국 입국 전부터 입국 후까지의 일련의 한국어 습득 경험의 의미를 알
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취업하기까지 진행되는 한국어 습득 경
험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는 해결책을 모색해봄으로
써,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습득 과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돕고자 하는 
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습득하는 경
험의 과정을 우주여행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 각각의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한 경
험의 의미를 비유를 통해 함축적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입국 전후 한국어 습득 경험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다
시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경험의 의미를 간결하면서도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
을 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우주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다. 우주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알 수 없는 미지의 공간이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은 지
금도 끊임없이 우주에 대해 연구하며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해나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생전 처음 와보는 나라에서 새로운 경험을 접하고 
일하며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맞닿아 있다. 게다
가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 알리의 인터뷰에서 자연스럽게 우주의 비유가 나
타난 바 있다12). 따라서 알리가 한국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우주에 비유했

12)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스스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과 드러내고 
싶은 방식을 동원하여 자신의 경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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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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을 토대로 연구자가 조정하고 발전시켜서 본장을 다음과 같은 ‘소행성 
충돌을 피하자’, ‘우주로 태워다 주는 우주선’, ‘중력을 벗어난 무중력의 나’, 
‘무중력을 이겨내다’, ‘다시 중력으로’로 구성하였다. 

1. 소행성 충돌을 피하자: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 습득

경험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
고, 한국에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는가에 대한 경험으로 시작한
다. 참여자들은 주로 한국에서 노동한 경험이 있는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한국과 관련된 소문이나 한국 생활 이야기를 듣게 되며, 자신이 한국
에서 일하는 모습을 꿈꾸게 된다. 한국인들은 경제수준 최강국인 미국에 가
서 일하면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아메리칸드림
(American Dream)’을 꿈꿔왔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우즈베키스탄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한국이란 나라에 진출하는 ‘코리안 드림(Korean Dream)’
을 꿈꿨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좋은 기술을 습득하여 모국에 돌아와 배운 기술을 전파하거나 사
업에 적용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돈이 물론 첫 번째 이유지만, 한국에 오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한
국이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이잖아. 한국에서 일을 배워보고 경험을 쌓아
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 중 하나
야.”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5. 19.

“짧은 기간 동안 돈을 빨리 벌 수 있어서야. 한국이 경제개발수준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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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된 나라여서 일을 하면서 우즈벡에서도 적용해볼 수 있는 기술이나 도
움 되는 것들을 배워보고 싶어서야.”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8. 18. 

특히, 이와 같은 코리안드림을 꾸는 데에는 지인들의 담화뿐만 아니라 한
류 미디어의 영향이 컸다. 연구 참여자들 모두 모국에서 이미 한국 드라마 
및 영화를 접해본 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미디어
에 비춰지는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고, 호기심을 갖게 되어 한
국으로 떠나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코리안드림에 대
한 꿈을 가지고 한국에 진출한 이들의 모습은 마치 미지의 우주를 탐험하
는 모습과 같았다.

“우즈벡 TV에서 한국드라마가 많이 방영 돼서, 예전부터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생겼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6. 3.

“영화에서 봤더니 한국이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기
도 하고, 돈도 벌 수도 있고, 다른 나라를 경험해볼 기회도 될 것 같아
서...”

- 벡과의 인터뷰, 2018. 6. 9.
 
그런데 우주에는 불안정한 궤도로 운행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소행성

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여행을 할 때 소행성은 우주에서는 조심하거나 
피해야할 대상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우주와 같은 한국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 한국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은 그들에게는 피하고픈 소행성과 
같을 것이다. 누구나 편하게 일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들
은 낯선 한국에서의 문제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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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생소한 한국어지만 공부하였다.

“(생략)...한국어를 미리 배워놓으면 좀 더 한국에서 쉽게 살 수 있을 거라
고 생각하면서...”

- 벡과의 인터뷰, 2018. 8. 5.

연구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를 습득한 경험의 담화를 통해 우즈베
키스탄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 한국어 교과서,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흥미, EPS-TOPIK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연구 참여자마다 차이가 있었고, 이는 
한국어 공부 방법에도 영향을 끼쳤다. 알리는 한국어를 배울 의지가 강했지
만 인근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 시설이 없었다. 알리는 한국어 학원
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교통이 불편하여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한국어 교사에게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알리는 개인
적으로 사전을 구비하여 한국어를 독학하게 되었다.  

베크조드 “한국어를 혼자서 배운 이유가 있나요?”
알리 “주변에 학원이나 한국어 가르치는 곳이 없었어. 물론 학원이나 교육 

기관에서 배우면 좋은데 우리 동네에 그런 곳이 없고 학원 가려면 
너무 멀고 교통도 불편해.”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7. 20.

도니는 주변인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한국어를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할지 몰랐다. 하지만, 우연히 
택시에 태운 손님들을 통해 한국어 교육 기관을 발견하여 한국어를 배울 
수 있었다. 도니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은 한국 입국 전 한국어를 
처음으로 습득하는 데 있어 대부분 한국어 교육기관의 홍보 및 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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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로써의 경로보다는 지인이나 주변인들을 통해 한국어 교육에 접근하게 
되었다.

베크조드 “언제, 어디서 한국어를 처음 배우게 됐어?”
도니 “원래 그 때(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날)부터 한국어를 배울 마음

도 있었어. 한국에 가려면  한국어를 배워야하는데. 언제 배울지 몰
라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 때 나는 시내에서 택시 운전을 하
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손님을 모셨는데, 그 손님이 한국어
를 배우러 간다고 했어.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배우냐고 물었어. 그 
손님들 덕분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육 기관에 대해 알게 되었
어. 나도 배울 수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아무나 배울 수 있다고 해서 
그날 당장 등록을 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9. 2.
 
벡의 경우, 한국어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웠지만 수업 방식이 일반 학원과

는 달랐다. 일반 한국어 학원에서는 학생의 수준에 따른 한국어 강습이 이
루어졌지만, 벡이 3개월간 다녔던 한국어 학원은 한국어 능력 시험 합격만
을 목표로 수업이 이루어졌다. 학원 수업은 한국어능력시험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 중 도니와 벡은 한국어를 교육 기관에서 배웠지만, 교육 내
용 및 방법에 있어 학습자 수준에 맞지 않은 교육을 받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허친슨과 워터스(Hutchinson & Waters, 1987: 21‐22)는 ESP 개발을 위
해 학습 대상(이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학습에 영향이 있는 모든 관계자), 
학습자의 학습 목적, 학습 장소(장소의 가능성 및 한계), 학습 시기(학습 
가능한 시간 및 활용), 학습 목표(학습자가 어떤 영역을 배워야 하고  그것
을 어떻게 묘사해야 하고 어느 수준까지 가르쳐야 하는지), 학습방법(어떤 
측면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요인들을 알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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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ESP 교육과정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언어 
설명, 방법론적 측면 및 요구 분석 요인으로 나누고 [그림 Ⅴ-1]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림 Ⅴ-1] ESP 교육과정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Hutchinson & Waters, 1987)

이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시 다루어지는 교수요목
에 대한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가 경험한 습득 과정을 통해 고려해 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업무상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을 요구하는 서류 작
성이나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자의 업무지시 및 설명을 
빠르게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도니와 벡이 
다녔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는 단순히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 
풀이 위주의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모순된다. 그러므로 외국
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짧은 시간 내에 필수적으로 가르쳐야하는 
영역 및 주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고
민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습득 경험 이야기가 바로 이
런 질문들의 답을 찾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를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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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
결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법을 찾는데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내러티브 연구에 대한 의의를 되짚어 볼 수 있다. 

노들은 알리와 마찬가지로 사전을 이용하여 한국어를 독학하였다. 노들 
역시 주변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관 및 학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들은 한국어를 잘하는 이웃집 형의 도움과 사전을 통해 
주로 공부하였다. 사전으로는 단어와 간단한 표현들을 암기하는 식으로 공
부했다. 평소에는 사전을 활용하여 공부하였고, 시험이 다가오기 몇 개월 
전에는 “기출 문제집을 풀어보며” 공부하였다. 

“단어랑 자주 쓰이는 간단한 표현들이 적힌 사전으로 공부했어. 한국어 관
련 기관이나 학원은 안 다녔어. 주변에 학원 없어. 학원 가려면 멀어”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8. 18. 

노들과 알리가 독학했던 책은 한국어 교재가 아닌 사전이었다. 이 또한 
알리가 도시 내 대학교까지 가서 어렵게 구비한 책이었다. 

노들 역시 다행히 주위에 한국에 다녀온 형이 있어서, 형의 도움으로 사
전을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일반인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한국어 교재 자체가 부재하였고, 또한 한국어 사전처럼 공부할 수 있
는 책이 있음에도 한국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교재에 대한 접근이 어려
웠다. 도니는 학원을 다녔지만, 도니 역시 한국어 교재가 없었으므로 사전
을 통해 추가적으로 공부하였다.

특히 도시에 비해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이러한 혜
택을 누리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응시표가 있어도 한국어 책과 한국어 교
육 기관 등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장벽들을 넘어 한국에 오게 되었지만, 그 외의 사람들 중 한국에 가고 싶어
도 그림의 떡인 경우가 알게 모르게 많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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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독학해야 하니까 일부로 책 찾아 다녔어. 그 내가 샀던 책도 겨우 
찾았고 다른 책이 없었어.”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7. 20.

김선정(2015)은 한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중 25%가 한국에 
입국 전에 한국어를 혼자 공부하였고, 또한 한국어 학습 기간도 3개월 미만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가의 한국어 능력도 입국 당시 매
우 저조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의 문제 역시 잦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해 자가 학습용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교육 시기와 내용에 있
어 입국 전만 아니라 입국 후까지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이 필
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어 학습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흥미 또한 각기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 다양하였다. 알리와 노들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했듯
이, 한국어 학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의 한계로 사전으로 독학하였기 때
문에 발음을 공부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느꼈다. 글자 상으로 읽을 수는 
있어도 정확한 발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한
국에서의 직장생활을 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한국어 의사소통
에 필수적인 듣기와 말하기 부분에 대한 공부가 절실하다. 하지만 교과서도 
없을뿐더러, 사전으로 독학하게 되다보니 발음을 포함한 말하기와 듣기에 
가장 취약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에서도 세부 주제 및 
영역에 대한 연구에 중범을 둘 필요가 있다.

김호정(2017)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구들은 ‘통합 한국어(integrated 
Korean)’ 교육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통합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논
의가 다수이며 한국어 기능 교육과정(문법, 말하기, 읽기, 쓰기)과 한국 문
학과 한국 문화 등 개별 영역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언급하였
다. 현재는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목적은 이전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
으므로 앞으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는 학습자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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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벡과 도니는 한국어가 모국어와 전혀 다르고, 생소한 언어여서 새로운 발

음과 단어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벡도 알리와 노들과 마찬가지로 
발음 공부를 가장 어려워하였다. 모국어에 없는 발음이 많다보니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실제로 입으로 소리를 내려고 하면 발음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도니도 한국어가 낯설고 어려웠다.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는 재미있어도 
어려워서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도니는 다른 연
구 참여자들과는 다르게 한글에 대해 굉장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한글이 
모국어와는 전혀 다른 이국적인 글자처럼 보여, 도니는 큰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한글 쓰기를 즐거워하였다. 따라서 이후 한국어 공부의 어려움에도 
한글에 대한 흥미로 포기하지 않고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한국어 공부는 너무 어려웠지만,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한글이 신기하고 
예뻐서 계속 쓰게 됐어. 다른 사람들이 못 읽는 글자를 쓰는 게 너무 신기
해서...(중략) 한국어에 계속 관심을 갖고 배우게 되는 이유는 한글이야.”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9. 2.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종합해볼 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로 한국에 갈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습득할 여건이 충
분하지 않았다. 앞으로 다가올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한국어
를 공부하지만, 공부를 시작하는 데부터 어려움이 따랐다. 운이 좋아서 한
국어 학원을 다니게 된 연구 참여자도 있었지만, 많은 지역에서 한국어 학
원 및 교육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했다. 또한 공식화되거나 체계적인 
한국어 교과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혼자서 한국어
를 독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책을 가지고 독학할 경우에도 교재 구입이 어려워서 사전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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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학습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책을 통해서는 듣기 공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독학하는 데에는 특히 발음과 읽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즉, 한국어를 학습
하는 데 있어서 새롭고 낯선 언어에 대한 학습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특별
히 발음 학습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연구 참여자의 경우 
한글에 대한 흥미가 언어적 어려움을 극복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였다. 따
라서 자가 학습용 교재 개발, 한국어 교육기관 홍보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
기관 및 교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 입국 전뿐만 아니라 입국 후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학습목적을 고려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
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우주로 태워다 주는 우주선: EPS-TOPIK

본 절에서는 한국에 오기 위해 꼭 통과해야 하는 관문인 외국인 고용허
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를 우주선으로 빗대어 표현하였다. 우주
와 같은 한국으로의 진출을 꿈꾸며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한 연구 참여자들
은 EPS-TOPIK에 응시하였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서 
EPS-TOPIK에 대한 불만 및 아쉬운 점이 보인 것을 통해, EPS-TOPIK의 
문제점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EPS-TOPIK에 응시하려면, 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지똔이라고 불리
는 한국어 구두시험을 우선적으로 치러야 한다. 그런데 구두시험의 평가 내
용은 무작위로 주어지는 단어 또는 문장일뿐더러 거북이, 잔디 등과 같이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지 않거나 직장생활과는 연계가 없는 용어가 주어진
다.

베크조드 “지똔 평가 질문의 예시를 들어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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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 “내 친구들이 받은 질문은 ‘거북이’와 “이름이 뭐예요”를 우즈베크어로 
말하고, 대답을 한국어로 해달라는 거였어. 내가 받은 질문은 “나는 한
국에 가고 싶다”와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를 한국어로 말하는 거였어. 
아무거나 원하는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 같아.”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이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시험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시
험공부가 실제적인 한국어 실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구두
시험에 응시한 모든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시험 자격 기회를 주는 것이 아
닌, 선착순으로 평가 인원수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시험의 형평성이 부족하
였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인 도니는 열심히 시험에 준비했음에도, 자신이 
기다리는 순차가 뒤에 있다는 이유로 시험을 보지도 못한 채 집으로 돌아
가야 했다.

김유정(2008)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성공적으로 유입하
려면 평가의 타당도를 높이고 기관마다 다른 형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
어 시험의 공인타당도(current validity)와 예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
가 측정되고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응시자격을 얻고 지면 시험으로 이루어지는 EPS-TOPIK의 경우에 시험
이 모두 객관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이 아닌, 찍어서 시
험에 합격하는 학생이 더러 있었다. 또한 합격의 기준에서 있어 
EPS-TOPIK의 합격 점수의 커트라인이 낮기 때문에 실제적인 개인의 한
국어 실력을 반영하는 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한국어 시험으로 합격하는 데는 운도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문
제가 모두 객관식이거든. 엄청 쉬운 부분만 스스로 문제를 풀고, 나머지가 
객관식이니까 답을 많이 찍었어. 찍은 것 중에 몇 개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어. 또 각 정답 당 4점씩, 총 200점이야. 합격 기준은 80점부터이고. 합
격 점수가 총점의 절반보다도 낮아서, 내 생각에는 이 시험은 열심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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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도 도전할 만 한 거 같아. 솔직히 말하면, 두 번째로 본 시험에서
는 한국어 공부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객관식 문제이라 거의 다 찍었어. 
물론 내 지식으로도 푼 것도 있지만, 쉬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이었고 나머지 어려운 문제들은 찍기만 했는데 그 중에 맞아서 운이 좋게 
합격한 거야. 사실 그 때 당시 내 한국어 실력은 합격할 만한 실력이 아니
었다고도 할 수 있어. 이런 평가 기준에 불만족하긴 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1. 10.

EPS-TOPIK 평가 내용은 일상생활을 위한 기초적 의사소통 능력,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한국어 구사 능력, 한국 기업 문화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충실히 담지 못하고 있다.

정호진(2013)은 EPS-TOPIK 공개 문제은행에 수록되어 있는 문항들 분
석하여 이들 중 평가도구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검증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EPS-TOPIK 문항들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문제 정답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한국어 문법이나 문장을 몰라도 단어만 풀 수 있는 문항이 많다.
셋째, 특정 지역에 관한 지식과 관련된 문항이 많다. 아무리 한국어 수준

이 높아도 지역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문제를 풀 수 없다.
넷째, 오답이 정답과 거리가 멀어 변별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EPS-TOPIK은 앞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게 될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제 노

동 현장 및 실생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하
다. 따라서 EPS-TOPIK의 평가에 있어 형평성, 공정성, 신뢰성을 높일 필
요가 있다. 우선, 응시를 위한 구두시험의 평가 대상에 있어 시험에 응시한 
모든 참여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평가 내용에 있어 실생활 빈출 어
휘 및 직장 생활과 연계된 단어 및 문장을 위주로 평가해야 한다. 시험에 
합격한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생활 초반에 한국어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점
을 볼 때, 말하기 시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 기준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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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의 기분 및 생각에 따라 합격을 시켜주는 것이 아닌, 시험의 체계적
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말하기 평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민병곤(2005:139)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온전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 
목표와 내용, 영역, 문항 수, 배점, 문항 유형, 점수 체제 등 시험 체제의 
측면, 문항의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 등 평가 도구의 측면, 출제, 
시행, 채점, 결과 활동 등 시험 운영․관리 측면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EPS-TOPIK의 평가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EPS-TOPIK의 문제 유
형을 객관식뿐만 아니라 단답식, 서술식 문제 등을 포함시켜 운으로 문제를 
찍는 상황을 방지하여 실제 한국어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지나치게 쉬운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한 점에
서, 시험 응시자들의 결과 및 피드백을 참고하여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격 기준 역시 강화시켜 EPS-TOPIK의 평가가 
개인의 실제적인 한국어 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야할 것이다.

3. 중력을 벗어난 무중력의 나: 한국에 온 후 한국어 관련

어려움

본 절의 제목은 모국(중력)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 와서 
적응을 하는 중 마주하는 한국어 어려움과 새로운 충격으로 한국 생활을 
지속할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고민하고 망설이는 상태(무중력)를 빗대
어 ‘중력을 벗어난 무중력의 나’라고 하였다.

 한국어 의사소통에 있어 연구 참여자들 모두 비슷하게 겪었던 어려움은 
바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한국인과 대화하던 때였다. 참여자들은 한국에 
입국한 후 3일 동안 취업교육을 받고 교육이 마친 후 각자의 사업장으로 
배치되었다. 이 때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들을 데리러 온 한국인과 접하게 
된다. 도니에 경우 가장 처음으로 만난 한국인은 도니가 일할 공장의 사장
님이었다. 사장님은 도니를 공장으로 데려가는 길에 인적사항에 대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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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질문을 하셨지만, 도니는 익숙한 문장조차 어떤 뜻인지 기억하지 못해 
대답하지 못했다. 도니는 많은 질문 중 어느 나라 출신인지에 대한 질문에
만 “우즈베키스탄”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 대답하지 못한 질문들의 뜻을 
주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도니는 당시 사장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컸다.

“사장님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셨는데, 많이 들어본 문장이었는데 무슨 뜻
이었는지 까먹었어. 옆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해서 대답을 못했
어. 사장님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몰라요 몰
라요”라고만 대답하니까 사장님도 질문을 많이 안하셨어. 공장에 도착해서 
한국어를 잘 아는 우즈벡인에게 무슨 뜻이었는지 물어보고서야 알고 부끄
러웠어. 그 때 이해만 했으면 대답할 수 있었던 질문이었는데, 못 알아들어
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9. 2.

노들 역시 한국인과 의사소통을 처음 나눴을 때 어려움을 겪었다. 노들이 
상대의 질문을 오해하여 질문의 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한 뒤로 상대방
이 노들에게 더 이상 질문을 건네지 않은 것을 의식하며, 이를 자신의 한국
어 실력 부족으로 판단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졌다. 또한 한국 입국 첫날 노
들은 사장님께 미리 준비한 기념품을 드리고 싶었지만, 기념품에 관한 질문
의 답변이나 설명을 한국어로 말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주지 못했다. 다
음날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의 도움으로 기념품을 전달하였지만, 노들은 자
신이 직접 의사소통을 못했던 점에서 속상해하였다.

안설희(2003)은 이주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 및 
기능(function)을 직업과 관련된 의사소통, 일상생활에서의 필수적인 의사
소통, 일상생활에서의 선택적인 의사소통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각 영역
별로 이주노동자가 생각하는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 정도를 분석하였다. 결
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의 필수적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가 나머지 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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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교수요목을 개발할 때 일상
생활에서의 필수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키는 데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생활 및 직장 생활 초반의 어려움은 참여자마다 유사한 부분이 많
았다. 이러한 어려움들 중에 가장 어렵다고 손꼽혔던 점은 발음과 듣기였
다. 안설희(2003)는 이주노동자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어휘, 발음, 문법의 일곱 가지 영역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
로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발음이었다.

벡의 경우 말하기 및 읽기보다도 듣기에서 어려움을 크게 느꼈다. 한국인
들이 말하는 한국어는 벡이 책에서 배웠던 내용과는 다른 표현들이 많았다. 
또한 쉽고 천천히 말해주는 한국어 교육에 익숙해져있던 벡에게는 한국에
서 실제 접하는 한국어의 발화 속도가 빠르게 느껴져서 힘들었다.

“우즈벡에서 배웠을 때는 같이 배우는 친구들이나 선생님과는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 천천히 또는 쉽게 말해주셔서 이해가 됐어. 그런데 직장생활에 
와보니 한국인들의 말이 너무 빨라서 이해하기 힘들었어. 내가 우즈벡에서 
배웠던 한국어와는 다른 거 같았어. 초기에는 듣기가 가장 어려웠어, 설명
하고 말하는 것보다.”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이는 알리의 경우와도 비슷하다. 알리 역시 모국에서 공부했던 한국어와 
실제로 한국인들이 말하는 한국어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특히 알리는 사
전으로 독학하였기 때문에 한국 입국 전부터 한국어 듣기에 더욱 어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한국 생활 및 직장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초반과 중반에 좀 
달랐다. 초반에는 듣기가 어려웠지만, 한국 생활 중반으로 가며 말하기에 
어려움을 느꼈다. 벡의 경우에는 상사와 동료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싶었지
만, 이들의 말을 이해하더라도 표현에 한계를 느끼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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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오히려 상대방의 말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가끔씩 말하는 
게 힘들 때도 있어.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돼 버렸어. 상대방과 의사소통 
경험이 많아져서 점점 편해진 거 같아.”

- 벡과의 인터뷰, 2018. 8. 5.  

도니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한국인들끼리 도구나 기계류
의 명칭을 다른 이름을 붙여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명칭 문제는 
일에 능숙해지면서 알아감에 따라 차츰 해결되었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기 어려웠다.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어를 잘 못하는 도니를 위해 
사람들이 손동작을 이용하거나 쉽게 말하여 듣기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도
니 역시 벡처럼 한국어 말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상생활에서도 직장생
활에서처럼 부당하거나 설명하고 싶은 상황에 말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한국 문화 습득과 관련한 어려움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주
장할 수 있다.

황재웅(2004)은 언어 소통 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의 문제는 다
분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내부적인 문제로 적절한 교육과 학습을 통해 문제
의 해결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문화적 차이에 따른 한국
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부족은 한국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부재를 낳고, 이
는 다시 업무 비효율, 일상생활의 어려움, 한국인들로부터의 오해 및 냉대
를 초래함으로써 한국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및 직장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대면상
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듣기와 발음·말하기 교육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한국 문화 교육도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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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중력을 이겨내다: 한국어 관련 어려움에 대한 대처

방안 및 동기 부여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입국 후에도 한국어를 계속해서 배우고 싶거
나,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주어졌다면 배울 의향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한
국에서의 직장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업무 
피로가 쌓여 한국어를 배울 힘조차 나지 않을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은
석(2016)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평일에는 야간 근무를, 휴일에는 추가 
근무를 하여 학습 시간이 적거나, 시간이 나더라도 교육 기관으로 찾아 가
기에는 대부분 먼 거리에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하다가 피곤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오니까 기운도 없고, 빨리 잠자고 
싶고... 그 다음날 바로 일을 하니까 배울 기회가 없었어.”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2. 22.

“일이 힘들고 너무 피곤해서 공부를 못하고 있어. 물론 한 달에 몇 번 쉬
는 날이 있는데, 그 날에 한국어 공부를 못해. 매일 일만 하기 때문에 몇 
번 시간이 있을 때는 한국에 멋진 장소들을 보고 탐색하는데 투자하고 싶
거든.”

- 벡과의 인터뷰, 2018. 12. 15. 

또한 직장생활에서 더 높은 한국어 실력에 대한 요구 및 필요성이 없었
으므로,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어 공부를 중단하거나 이전처럼 공부에 매진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한국 생활 및 직장 생활에서 한국어 관련 어려움이 
있을 시 공통적으로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였다. 주변인은 한
국인, 모국인, 외국인 등으로 다양하였다. 자신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이들에
게 통역의 도움을 받거나, 실수했거나 어려워하는 한국어에 대한 가르침을 



- 134 -

받으며 도움을 받았다.

베크조드 “직장에서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대처했어?”
도니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어. 아예 소통이 불가 하거나 중요한 

대화일 경우에는, 통역해줄 사람을 불러왔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1. 10.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8. 12. 

특히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직장초기에 한국인들과 소통할 
때, 한국인들의 빠른 대화로 듣기의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많은 경우, 한
국인보다 외국인이나 모국인 친구의 도움을 받을 때 더 편안해하였고, 이해
가 잘 되는 경우가 많았다. 같은 외국인 근로자 출신일 뿐만 아니라, 모국
어 및 쉬운 한국어 어휘로 설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갑의 입장에 있는 사장님 또는 대표님의 도움보다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같이 일하는 동료의 도움을 받기가 쉬웠다.

“‘아짐’이라는 친구의 도움을 받았어. 발음이나 억양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 매일 같이 놀면서 한국어를 배웠어. 예를 들면, “사장님이 사무실
에 있어요.”라는 말은 우즈베크어로 “사장님 사무실에”라고 말하는데. 이렇
게 한국어와 우즈베크어가 다른 특징들을 그 친구를 통해 배웠어.”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그 네팔 친구도 나 같은 외국인이어서 쉬운 단어를 선택해서 말하고, 설
명도 쉽게 해줘서 좋았어. 한국인이면 한국어를 빨리 말해서 알아듣기 어
려운데, 네팔 친구는 쉽게 설명해줘서 이해가 잘 됐어.”



- 135 -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1. 18.

노들의 경우에는 같은 나라 출신 동료에게 한국어 도움뿐만 아니라 심리
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았다. 노들이 한국 생활 적응
이 어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에도, 모국인 
동료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 덕분에 직장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을 지속할 수 있었다.

베크조드 “이렇게 어려웠을 때 도움이 된 것이나 사람이 있나요?”
노들 “우즈벡 형님이야. 특히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한국어도 잘 못 알아

들었을 때였고 일도 너무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
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 그런데 그 형님이 “아니야, 너는 참을 
수 있어. 앞만 보고 가.”라고 했어.”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1. 18. 

종합해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입국 전 자신이 기대했던 것처럼 한국
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없었다. 직장 생활이 한국생활의 주를 이루다보니, 
한국어를 배울 시간이 모자랄 뿐더러 배울 기회도 없었고, 업무 피로로 한
국어를 배울 체력과 의지가 약해졌다. 이들은 정식적인 한국어 교사에게 한
국어를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들의 직장 동료 및 지인들이 한국어 교사가 
되어 주었다. 연구 참여자들 모두 직장 생활에서 한국어와 관련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한국어를 잘하는 직장 동료 및 지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
하였다. 이들은 모국어나 쉬운 한국어로 연구 참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사용에 어려운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었다. 또한 이들은 단
순히 언어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정과 격려로 참여자들의 
한국 생활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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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시 중력으로: 한국어와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생활 초반에는 한국어가 부족해서 생기는 언어적 
어려움이 많다보니,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다. 알리는 처음에 공장 일을 할 
때 한국어 이해 부족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변 한국인 동료가 자신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어 미안함과 부끄러운 마음이 컸다. 이러한 마
음에 알리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베크조드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계기가 된 사건이 있나요?”
알리 “(생략)...밴딩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집게를 

가져왔어...(중략)...내가 그 쉬운 단어조차 못 알아들어서 그 한국인
이 일을 나보다 더 많이 하게 되었고, 업무 속도가 좀 느려졌어. 그 
때, 부끄러웠고 한국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한국어를 좀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8. 12. 

노들도 언어를 제대로 알면, “한 시간에 할 일을 두 시간하게 되거나, 일
이 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국어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벡과 도니의 경우에는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한국인들과 좀 더 친해지
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한국어를 스스로 공부하게 되었다.

“주변에서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한국어를 못하니
까 아쉽고 마음이 불편했어. 그 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할 때, 자유롭게 말
하고 싶어도 한 두 개 밖에 대답을 못해서 이야기가 끊어져서... 한국어를 
잘하면 더 편하고 재미있는 한국 생활을 할 수 있을 거 같았어. 그래서 집
에서 일부러 유튜브에 있는 한국어 강의를 보거나 인터넷에서 한국어 자료
를 다운받으면서 공부했어. 이게 한국어를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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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1. 10.

“직장에서 일할 때 한국인 친구들이 엄청 좋았고 친해졌는데, 많이 말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배우고 싶은 계기가 되었어.”

- 벡과의 인터뷰, 2018. 10. 27.

하지만 한국 생활 중반에는 일에 적응을 하며 업무상의 문제가 줄어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잃었다. 현재의 한국어 실력
만으로도 일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에는 직
업 특성의 영향도 있다. 이들은 기계를 사용하여 단순노동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업무를 할 때 “한국어를 할 줄 알아도, 말을 자주 하지 
않거나 짧게” 하게 된다. 

맥마너스 외(McManus et al., 1983)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영어사
용 의사소통 요구는 제품 특성이 개인적인지, 생산 특성이 통합되었는지, 
기술적 개선의 필요한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
자관련 한국어 관련 연구에서는 이런 특성들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
았다. 

이에 대해 코수지(Kossoudji, 1988)는 일터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용은 
직종에 따라 다차원적이고, 대부분의 직종에서 의사소통은 필수적이지만, 
의사소통이 업무효과에 미치는 정도는 직업마다 다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일하고 있을 때 한국어가 중요하지 않아. 일에만 적응되면 돼. 일할 땐 말
도 안 해. 다 각자 자기 자리에만 있을 뿐이야. 외국인들 50-60%는 언어
(한국어) 몰라.”

- 벡과의 인터뷰, 2018.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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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장생활을 위해 직업 목적용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
문에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일상에서 쓰이는 한국어만 잘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한국어 실력의 초점은 상대방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이
루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특히 알리와 노들은 한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한 공부보다는 실무능력과 도구 및 기계 이름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
요하다고 생각했다. 공장에서 일만 잘하면, 한국어를 잘 못해도 적어도 외
국인 근로자에게는 그 한국어 실력이 일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직업목적 한국어는 별로 필요 없는 거 같아. 일상 한국어만 잘하면 충분
해. 나머지는 일하면서 습득이 돼. 그리고 도구나 기계 이름만 알면, 기본
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으로도 업무가 가능해.”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9. 16. 

“난 필요 없다고 생각해. 일상생활 한국어만 잘하면 지금 일하는 곳에서도 
편하게 일할 수 있어.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계와 도구 이름이고, 
일상 한국어 실력으로도 업무가 가능해. 직장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한국어 능력이 필요해.”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2. 22.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한국어 실력에 어느 정도 만족하며 일
을 해왔다. 더 이상의 한국어 공부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생활의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이들은 또 다시 한국어를 찾게 된다. 구체적
인 사유는 참여자마다 다르지만, 한국 생활 후반에 한국어의 필요성을 다시 
깨닫고 공부 동기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도니의 경우에는 한국 
생활을 오래하며, 한국어가 미래에 가져다줄 수 있는 혜택들을 알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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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골든 비자라고 불리는 E-7-4 비자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더 높은 한국어 실력이 필요하다
는 것을 알게 되고, 다시 한국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우즈벡인들에게는 E-7-4라는 비자있는데, 그것을 골든 비자라고 불러. 
일반 노동 비자는 E-9인데 E-7-4 비자는 조건이 훨씬 좋아. 직장도 선
택할 수 있고, 가족들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비자야. 골든 비자가 있
으면 한국에도 계속 올 수도 있어. 나는 다시 우즈벡에 돌아가면 한국이 
많이 그리울 거 같거든. 그 비자를 신청하려면, 적어도 한국어능력시험 4
급이 있어야 해. 그래서 4급을 목표로 했어. 한국어 토익 4급을 갖고 싶
어.”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2. 9.

벡은 한국 생활 후반기에 접어들며, 앞으로 모국으로 돌아간 후의 계획에 
대해 생각을 하며 한국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갖게 되었다. 한국에
서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과 새롭게 배우게 된 기술을 통해 한국인과 사업
을 하고 싶은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인과 소통을 하려면 한국어 
공부를 더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벡은 일을 마치고 피곤해도 이
전과 달리 한국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어를 잘 배우고, 한국에 일하는 동안 돈도 많이 벌고 
나중에 우즈벡에 돌아갈 때 우즈벡에 없거나 인기 많은 한국 물품을 가져
가서 우즈벡에서 사업하고 싶어. 또 한국인과 같이 우즈벡에서 공장을 하
나 만들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해. 왜냐하면 한국
인과 중간에 통역이나 번역해주는 사람 없이 직접 거래하고 싶거든.”

- 벡과의 인터뷰, 2018. 12. 15.

한국 생활이 초기에서 후기로 접어들며,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어 학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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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및 동기의 변화 양상은 V자 모양과 같았다. 초반에는 한국어 학습
의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 그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
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회사에서 존중받고 싶은 마음, 한국 생활이 편
해질 것 같아서 등으로 다양하였다. 하지만 중반에는 그 필요성이 줄어들
고, 후반에 들어서는 다시 새로운 목표와 동기가 생기며 한국어 학습의 필
요성이 커졌다.

직업목적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최근 학계에서 직업목
적 한국어교육에 대한 요구 및 기대와는 달리, 4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직업목적 한국어교육이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일에만 적응하면 되”고, “도
구나 기계 이름만 알면,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으로도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업목적 한국어보다는 생활 한국어가 더 필요하다고 생
각했다.

알함마디(AlHammadi, 2016)는 제2언어 습득에 가장 성공적인 접근방식
은 개인화된 환경이며, 이는 학습자의 특성이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과 인지적 기대를 이해하
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생활 및 직장 적응 경험에 
있어 포괄적인 한국어교육보다는, 이들에 대한 직장환경, 개인적 특성, 어려
움, 학습동기를 고려한 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야 한
다. 미지의 세계와 같았던 한국에서의 모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마음속에 
간직한 채 모국으로 돌아와 또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를 무중력 상
태에 있던 우주비행사가 다시 중력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생활을 하며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근로 계약 후의 미래에 대한 계획 또한 
머릿속에 그려나가고 있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돈을 벌어 가족들의 생계를 돕고, 행복을 가져다주
는 것을 기대하며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견뎌냈다. 또 다른 이유로, 도니와 
노들의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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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베크조드 “한국생활 및 직장생활을 하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어
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도니 “우즈벡 사람들은 인내심이 강하고 부지런해. 나는 우즈벡 민족의 대
표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 난 남자잖아. 우즈벡에서는 남자는 힘
과 인내심의 상징이거든. 가족들도 기다리고 있고...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참는 거야.”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2. 9.

알리는 이런 어려움은 감수해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힘든 어
려움을 이겨냈다. 일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모국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현재까지 한국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 왔다. 
사실 이렇게 단순히 가족들에게 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라는 목표는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 입국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 생활을 하
며, 미래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계획들을 갖게 되었다.

베크조도 “한국 직장 및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런 어려움
을 이겨내거나 참는 이유가 있나요?”

알리 “가장 큰 이유는 돈이지. 한국에 일하러 왔는데, 사실 일은 쉬운 거 
없어. 오기 전부터 어려울 걸 알면서 온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력이지. 어려워도 노력해야하는 법이지. 내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
고 있으니까.”

- 알리와의 인터뷰, 2018. 9. 16.

도니의 경우, 한국 생활을 하며 자신에게 잘 대해준 한국인들에 대한 고
마움을 보답하기 위해 모국으로 관광을 오는 한국인들의 통역과 가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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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해주고 싶은 꿈이 생겼다. 또한 앞으로 한국으로 일하러 올 미래의 
후배들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해주는 일을 하고 싶은 비전도 생겼다.

베크조드 “한국어 시험 급수 말고, 한국어를 통해 얻고 싶은 목표가 있어?”
도니 “우리나라에 한국인 관객들이 많이 오거든. 한국에 있을 때 친절하게 

대해준 한국인들이 많아서, 우즈벡에 있을 때 우리나라 관광 오는 사
람들에게 무료로 통역과 관광해주며 한국인들을 도와주고 싶어. 또 
한국어를 배우고 가서, 한국으로 노동하러 가려는 사람들에게 한국어
를 가르쳐주고, 앞으로의 한국생활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싶어. 이렇
게 해서 돈도 벌수도 있고.”

- 도니와의 인터뷰, 2018. 12. 9.

노들과 벡은 한국인과 우즈베키스탄을 교류하는 사업을 하는 꿈이 생겼
다. 이들은 한국인과 계속적인 교류와 만남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
다. 따라서 근로 계약이 끝날 날이 다가오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한국어 공
부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당연히 한국으로 노동하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꿈이 있을 거야. 
한국어를 잘 배우게 되면, 우즈벡과 한국 사이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한국
인과 파트너가 돼서 우즈벡으로 물건을 보내고 판매를 하고, 우즈벡에서도 
한국으로 물건을 가져와서 사업하는 것이 목표야.”

- 노들과의 인터뷰, 2018. 12. 22.

본 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의 한국 입국 전후 한국어 습득 경험
에 대한 내러티브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입국 전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 
교육기관으로의 접근성 및 기관 내 한국어 교육 내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
었다.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이 대도시 위주로 몰입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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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타지에 거주하는 학습자의 경우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했다. 따라서 
타지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기관이 마련될 필요
가 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 학습을 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교재임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어 학습용 
교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모국어로 된 한국
어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거리에 거주하여 교육기관에서의 학
습이 어려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자가 학습용 교재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
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치러야 할 EPS-TOPIK 평
가에 있어 시험합격 기준은 200점 만점에서 80점 기준이다. 이는 전체 문
항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점수이다. 따라서 시험 합격자의 한국어 실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시험 출제 문항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
다. 현재 EPS-TOPIK 문항은 듣기 25개, 읽기 25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어 정답을 몰라도 고를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
이 현장에서 쓰는 어휘나 의사소통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말하기에 관한 
평가가 없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실력을 평가하는 
데 실제성이 떨어진다.

넷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입국 전에 한국어를 단기간 학습했기 때문
에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언어적인 어려움을 자주 겪게 된다. 따라서 
한국 입국 후에도 역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다섯째,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한
국어 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따라서 입국 후 온
라인·오프라인용 자가 학습용 교재 개발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입국 후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관
련 오해 및 애로사항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언어 교육과 더불어 문화교육 역시 필요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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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의 한국 입국 전후 한국어 습득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통해 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며,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한국 한국어 습득 경험의 의미와 그 경험
의 한국어 교육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이러한 심층적인 연구 목적을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내러
티브 탐구 방법을 활용했다. 

내러티브 탐구의 목적은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내러티브 탐
구의 목적은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경험을 탐구하는 것이
고, 개별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의 이야기화된 경험을 탐구하
는 것이다. 특히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자 자신의 자전적 내러티브는 탐구
의 출발점으로서,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참여자와 연구자가 함께 살아낸 삶과 공유한 경험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연구 퍼즐을 생성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도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와 관련된 연구
자의 경험을 서술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의 한국어 습득 경험을 분절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 속에 나타난 경험의 한국어 교육
과 관련된 의미를 맥락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예비 인터뷰와 1차 인터뷰를 통해 연구 주제에 대해 
평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본 경험이 있어서 풍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
으며, 그것을 기꺼이, 능숙하게, 거침없이,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들려줄 수 있는지 고려하여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 4명이다. 
연구에 참여를 최종적으로 동의한 참여자는 모두 한국에 온 지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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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먼저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예비 인터뷰를 실시하여 
연구 주제와 연구 퍼즐을 정하는 데 도움을 받았고, 2018년 5월부터 2018
년 12월까지 8개월에 걸쳐 면대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각 참
여자마다 총 3회 이상 회당 30분에서 1시간 반 가량 소요되었으며, 형식을 
갖추지 않고 격식 없이 편안한 대화처럼 참여자 집이나 커피숍에서 진행되
었다. 녹음된 모든 인터뷰는 전사의 단계를 거친 뒤, 전사된 중간 연구 텍
스트를 함께 읽어 보면서 명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 세밀하고 깊이 있게 의
논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한국어 습득 경험의 의미를 무엇보다 시간의 흐름과 장
소, 상호작용 맥락을 중심으로 한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 안에서 내러
티브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경험을 ‘한국 입국 
전 이야기’, ‘한국 입국 후 이야기’로 구분한 후 시기별로 경험한 이야기들
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풀어냈다. 

위와 같이 풀어낸 내러티브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만나 중간 연구 
텍스트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연구 텍스트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한 그들의 경험의 의미는 우주여행에 
빗대어 ‘소행성 충돌을 피하자’, ‘우주로 태워다 주는 우주선’, ‘중력을 벗어
난 무중력의 나’, ‘무중력을 이겨내다’, ‘다시 중력으로’라는 비유를 통해 함
축적으로 구성되었다. 

우주에는 정해진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태양계 행성들 외에도 불안정한 
궤도로 떠돌아다니는 소행성이 있다. 소행성은 다른 궤도로 가로질러갈 수
도 있기 때문에, 우주여행을 할 때 소행성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
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이 우주와 같은 한국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 
한국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은 그들에게는 피하고픈 소행성과 같을 
것이다. 이들은 낯선 한국에서의 문제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하며, 생소한 한국어지만 공부하였다.

다음 절은 ‘우주로 태워다 주는 우주선’이라고 하였다. 이는 우주로 가려
면 우주선이 필요 하는 것처럼 한국으로 가려면 한국입국의 통과 관문인 



- 146 -

EPS-TOPIK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입국에 
앞서 EPS-TOPIK 합격을 위한 공부에 매진하였다.

그 다음 절의 제목은 안정적인 중력의 상태에서 두둥실 떠올라 다소 불
안정해진 상태의 무중력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생각하며 ‘중력을 벗어난 무
중력의 나’라고 하였다. 우리가 중력 상태에서 편안함을 느끼듯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국에서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 하지만 우주로 떠날 때 중
력에서 벗어나 무중력상태가 되듯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
을 하는 중 마주하는 한국어 어려움과 새로운 충격으로 한국 생활을 지속
할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고민하고 망설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놓여 있었지만, 대부분 한국어를 잘하
는 직장 동료 및 지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들은 연
구 참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국어나 쉬운 한국어로 설명해주며 언어
적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정과 격려를 동반한 심리적인 도움도 주
었다. 이처럼 한국 입국 후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모
습을 ‘무중력을 이겨내다’라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야 한
다. 미지의 세계와 같았던 한국에서의 모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마음속에 
간직한 채 모국으로 돌아와 또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를 무중력 상
태에 있던 우주비행사가 ‘다시 중력’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생활을 하며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근로 계약 후의 미래에 대한 계획 또한 
머릿속에 그려나가고 있었다. 

2.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의 개인적, 실제적, 사회적 정당성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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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여 연구자 개인으로서, 실천적 함의로서, 그리고 사회적으로서 어떻
게 연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 밝히는 것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정당성이다. 본 연구는 ‘한국어 고급 학습자인 나 자신조차 
언어로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얼마나 더 힘들어할
까?’라는 고민이 생긴 후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해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서 시작되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생활 및 직장 경험에 대해 탐구하는 본 논문의 
목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지금까지 한국어 경
험도 돌아보고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본 연구의 한 연구 참여자는 근로자들의 삶에 대해 누군가가 이같이 심층
적으로 연구하게 되는 것이 너무 기쁘다고 말하였다. 또한 다른 연구 참여
자는 본 연구가 몇 년 전의 자신 인생의 발자취를 되돌아 볼 수 있었던 뜻 
깊은 기회였다고도 말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삶
에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교육에 전달할 수 있는 실제적 정당성은 연구 참
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했던 그들을 깊이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생들과 달리 입국하자마
자 한국 사회에 노출되어 사회의 공동 구성원이 된다. 그들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 임에도 불구하고, 언어라는 맥락에서 구성원 역할을 제대로 못한 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
은 한국어 교육 목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
험에서 발견된 새로운 점들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교육 방안을 맞
추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정당성이다.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미시적 측면에 접근, 혹
은 그들의 개인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해하려는 연구들은 아직까지 미약한 
단계에 있다. 특히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에 유입되고 있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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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이해를 위한 심층적인 연구도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한
국어와 함께 지나온 한국 생활 및 직장 경험들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한국
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는 아직 미
흡한 실정이다.

박성석‧민병곤(2017)은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
로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국내 거주 외국인(국적
미취득자, 국적취득자 및 자녀)의 분포를 살펴보면, 유학생은 전체의 4.8%
에 불과한 데 비해, 외국인 근로자(이하, 이주민근로자)가 34.9%, 결혼이민
자 및 혼인귀화자(이하, 결혼이주민)가 13.8%, 외국인 주민 자녀(이하, 이
주민자녀)가 11.9%를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이들 세 이주민 집단이 국내 
거주 외국인의 다수(60.6%)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연구의 관점에서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 수요자인 
이들 이주민 집단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이주민근로자의 한국어 의사소통이나 그 교육에 관한 연구
는 이주민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타 연구들과 비교할 때 양과 질의 측
면에서 모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가 석사 학위 
논문이며, 박사 학위 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은 많지 않다(민병곤 외, 
2017:11).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 습득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한
국 입국 전 한국어 학습 과정을 통해서 배운 지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
하며 내재화하였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역경은 무엇이며, 그 어려움을 어
떤 방법으로 극복했는지, 어떤 자기 주도적 의사소통 전략 및 학습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기존 연구 중에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
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학습자의 요구분석’이 진행되기도 하였지만, 학습
자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인 이해라기보다는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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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단편적인 분석 수준에 그쳤다. 또한 몇몇의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음에도 설문조사의 보조 수단의 성격에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과 깊은 분석을 가진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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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 한국에 일하러 온 것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 한국어를 처음 배우게 된 것은 언제, 어디였나요?
·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수업을 받아 본 적이 있나요? 어땠어요?
·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나요?
·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결과는 어땠어요? 기분이 어

땠어요?
· 한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 한국에 와서 한국어 능력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평소에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평소에 했던 이야기가 한국어

에 영향을 미쳤나요?
·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 우즈베크어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떤 영향이 미쳤나요?
· 한국어와 관련하여 롤모델이 있나요?
· 이전에 한국어와 관련된 목표가 있었나요?
· 앞으로 한국어와 관련된 목표가 있나요?
· 처음 한국어를(한국인을) 접하게 된 것은 언제, 어디였나요?
·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뒤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 (자신의 한국어 실력에 불만족하는 참여자에게) 한국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상대방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나요?
· 한국에 오기 전에 상상했던 한국에서의 나의 모습(외국인 근로자의)이 실제

2. 인터뷰의 주요 질문 목록13)

13) 내러티브 생성을 위한 질문은 관심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
며, 참여자의 생애 전반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별한 시기에 초점을 맞춰 설정하면 된
다(Flick, 2002; 임은미 외 역, 2009: 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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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슷한가요?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한국어를 배웠을 때와 실제로 한국 생활 및 직장에서 어떤 점이 새롭게 어려

웠나요?
· 직장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말해 주세

요.
· 한국 생활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말해 

주세요.
· 처음에 한국 생활 및 직장에서의 힘든 한국어 의사소통을 어떻게 버텨왔나

요?
· 언제, 어디서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많이 느껴지나요?
· 한국 직장에서의 동료들이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나요?
· 상대방과 대화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나요? 대화 내용이 한국어 능력에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이 있어요?
· 평소에 한국어를 얼마나 자주 쓰나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받은 스트

레스가 어느 정도 되나요?
· 한국 오기 전 실시하는 시험 수준과 목표가 자신의 한국 생활 및 직장 적응

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 모국에서 배운 한국어 내용이 실제로 한국 생활 및 직장 적응에 도움이 되었

나요?
·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다고 걱정 돼서 한국어를 열심히 

한 적이 있나요?
· 근로자를 위한 수업이 개설된다면 수업을 받고 싶은 의향이 있나요? 어떤 수

업을 받고 싶으세요?
·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던 사람이나 사건이 있었나요?
· (한국어 학습 동기가 사라졌던 적이 있는 참여자에게) 한국어를 계속해서 공

부할 동기가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격려가 되었던 말이나 사람이 있나요?
· 한국에 오고 나서/직장에 다니고 나서 상상했던 것과 어떤 점이 달랐나요?
· 질문 이외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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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Korean 
Language Acquisition Experience of 
Uzbekistan Migrant Workers before 

and after Arrival in Korea
Komilov, Bekhzod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Foreign Languag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Uzbekistan migrant workers’ Korean Language Acquisition Experience 
in direct correlation with Korean language. 

The study is based on narrative inquiry method which begins and 
ends with a respect for ordinary lived experience. Narrative inquiry is 
the most appropriate method of understanding experience which is 
based on collaboration between researcher and participant, over time, in 
a place or series of places, and in social interaction with milieus.  An 
inquirer enters this matrix in the midst and progresses in the same 
spirit, concluding the inquiry still in the midst of living and t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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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ving and retelling, the stories of the experiences that made up 
people’s lives, both individual and social. 

Research was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processes ‘Moving 
into living alongside’, ‘From Field to Field Texts’, ‘From Field Texts to 
Interim Research Texts’, and ‘From Interim Research Texts to 
Research Texts’.

A total of four Uzbekistan migrants working in Korea were selected 
after long observations and the preliminary interviews. Each participant 
was interviewed more than four times during research. The field texts 
were collected mainly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the interim 
research texts was reviewed with the research participants to form the 
final research text.

The implications of participants' Korean Language Acquisition 
Experience before and after arrival in Korea was implicitly constructed 
using the metaphors 

‘Avoiding Asteroid Collision’, ‘Spacecraft Leading into the Cosmos’, 
‘Break away Gravity and Weightlessness’, ‘Overcoming Weightlessness’, 
‘Again into gravity’ and the whole experience of participants compared 
with the ‘Cosmos’. 

Discussions about the results of this study has following justification 
points.

First, it's personal just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Korean life and work experiences of migrant workers from 
Uzbekistan and ultimately it was time for me to reflect on my own 
Korean life experiences as well as their lives. Some of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looked back on their preparation for coming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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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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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we can understand them and their lives deeply. The study 
participants are just workers of some factories who came through 
EPS(Employment Permission System) program after taking EPS-TOPIK 
Test and at the same time beginner level Korean language learners.  
The purpose of EPS is to provide Korean industries which are in lack 
of workers with foreign workers with ability of Korean language 
communication. If they can understand the new features found in the 
experiences of migrant workers, they can develop more effective and 
appropriate educational environment. 

Finally, it is social justification. 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is 
rising year by year. Researches which approaching migrant workers as 
individuals in order to understand them better is still in a low quantity. 
Currently, there is a lack of in-depth research to understand migrant 
workers who came to work in Korea. Comparing with students coming 
to Korea to study migrant workers need more attention and study 
because they are directly exposed to Korean society from arrival. 
Foreign students may learn Korean and have enough opportunity to 
learn Korean while migrant workers working a whole day and rarely 
arrive home. 

This study enabled us to understand in-depth the Korean life and 
work experience in relation with Korean language, and through this, we 
were able to understand the problems and reasons of those problems. 

It may serve as a contribution to further understanding migrant 
workers experience more in detail and in-depth.

Key word: Migrant worker, Korean language education, EPS-TOPIK, 
Employment Permission System, language acquisition, 
narrative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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